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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특정 대상 여럿이 잘 어우러짐을

뜻하는 말로 화학작용을 뜻하는

케미스트리(Chemistry)에서 

따왔습니다. ‘케미’는 참 중요합니다.

화학 그 자체는 산업과 생활의

근간을 만들고, 삶 속의 ‘케미’는

열정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종(異種) 간의 물질이 모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화학작용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뜨거운

케미가 가득하길 바라는 2월입니다.

열정,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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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없는 한파가 찾아온 새해.
거리를 오가는 인파마저 뜸했던 
혹한에도 한화의 뜨거운 행보는

계속됐다. 중소기업 및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으며, 스위스에서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세계 리더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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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016년 혁신·내실 통해 
지속 성장기반 구축

그룹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형태로 전달했던 이웃사랑 

실천을 올해도 이어나갔다. 그룹은 1월 6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30억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그룹 

커뮤니케이션팀 최선목 부사장, 공동모금회 

강학봉 모금사업본부장, 대전공동모금회 

안기호 회장, 세종공동모금회 안성구 회장, 

충남공동모금회 정진옥 사무처장 등 충청지역 

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성금기탁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및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나눔경영의 실천이다.

그룹 커뮤니케이션팀 최선목 부사장은 

“한화그룹은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무처럼 ‘함께 멀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동반성장의 고귀한 

소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룹은 1월 29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금춘수 

경영기획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참석, 2015년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경영환경과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그룹에게 있어 2015년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014년의 저조했던 

실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실적개선을 이룬 한 

해로 평가됐다. 특히 삼성 4개사 인수를 통한 

방위 사업과 석유화학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태양광 사업 1조 

수주와 흑자 전환 등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한 해로 평가됐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2016년은 그룹이 사업 

경쟁력, 사업구조, 경영실적 등의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2016년을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선언하고, △주력사업군 글로벌 1등 경쟁력 

확보 전략 추진 △성과 부진 사업군의 내실화 

△재무구조 강화 지속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채용을 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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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관련 이라크 총리 예방 

한화건설이 1월 15일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기성 1.66억 달러(약 2,000억 원)을 수령했다. 

이번 기성 수령은 최광호 대표이사가 

이라크 총리를 예방한 후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IS(이슬람국가) 사태와 

유가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이라크 정부 차원의 

최우선 사업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이라크 총리실의 초청을 

받아 하이데르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한 바 있다. 

이번 예방은 지난 2014년 8월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내 

기업인 중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라크 총리실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한화건설 

대표를 초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광호 대표이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공사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공사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아바디 총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한화건설에 감사를 전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기성 수령으로 

작년 9월 수령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 공사 선수금 

2.1억 달러(약 2,400억 원)를 포함해 

2015년 이라크 정부 예산에서 총 3.76억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에서는 그룹사의 사회공헌 담당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의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2016년 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각 사별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화테크윈 사회공헌 

담당자 하인구 사원은 “짜임새 있는 

워크숍 일정과 팀 빌딩 시간을 통해 

각 계열사 사회공헌 담당자들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었으며, 작년 한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는 등 사별,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각 사업군별, 계열사별, 지역별 

네트워킹과 현안에 대한 협의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 홍보대사의 

특강 등의 시간을 통해 각사 담당자들은 

사업장의 사회공헌 리더로서 따뜻한 나눔 

활동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CONTRIBUTION

그룹, 
이웃돕기 성금 30억 원 기탁

CONTRIBUTION

그룹,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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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한화회 2016 정기총회

그룹은 1월 12일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그룹 퇴직 임원들의 모임인 ‘한화회 2016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룹의 

원로이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한화회 

회원들은 2016년 사업계획과 한화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 자리에는 회원뿐 

아니라 금춘수 경영기획실장, 그룹사 대표이사 

등 210여 명이 함께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2016년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동우회 신설과 임원선임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한화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활동 

회원에 대한 시상 또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구 한화회 회장은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새롭게 한화 가족이 된 회사들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태양광 부문의 성장 등 그룹의 발전을 지켜보며 

한화회 회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매출 계획

 2015년 2016년 증감(%)

매출 60.2조 원 65.7조 원 +5.5조 원(9.1%)

투자 계획

 2015년 2016년 증감(%)

국내 2.5조 원 2.8조 원 +0.3조 원(12%)
해외 0.4조 원 0.6조 원 +0.2조 원(50%)
합계 2.9조 원 3.4조 원 +0.3조 원(17%)

채용 계획 

 2015년 2016년

신입 4,800명 4,100명
      (대졸)  1,000명 1,000명
      (기타) 3,800명 3,100명
경력 2,100명 1,000명
합계 6,900명 5,100명

* 2015년말 한화그룹  
 임직원수 : 40,495명
* 2015년의 한화큐셀의  
 진천·음성공장 신설에  
 따른 대규모 
 채용(1,000여 명) 등이 
 있어 2016년  채용 
 계획보다 다소 많았음

달러(약 4,400억 원)를 수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공사이행보증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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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전망 
올해도 성장 가능성 밝아

장기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그룹은 

새로운 성장 사업 전략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중심에는 태양광 사업과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사업이 

있었다. 2010년 이후 7년 연속 다보스를 

찾은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는 이번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에 맞춰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동관 전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중국, 미국,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태양광 사업의 전망은 밝다”고 전했다. 

21일에는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주관한 

‘저탄소 경제’ 세션에 공식 패널로 참석해 장 

피에르 클라마듀 솔베이 CEO, 캐서린 맥키나 

캐나다 연방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략의 규모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관 전무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미 폭스 비즈니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가하락이 태양광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태양광 시장수요는 끊임없이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초 유가가 급락하며 그 하락세가 연중 

지속됐지만 한화큐셀은 활발한 태양광 사업 

행보를 펼쳐 나가며 지난해 2분기에 합병 이후 

첫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이어 3분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대적인 

실적 개선을 일궈냈다. 

텐진시 부시장과 협력 방안 논의
포럼 기간 중 중국 텐진시 짜오하이샨 

부시장을 만나는 자리에는 김동관 전무와 

함께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김동원 부실장도 

참석하여 텐진시의 최근 투자 동향 및 2016년 

발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중국 시장에 대한 향후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항공기 및 

항공부품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텐진시는 2010년 김승연 회장을 방문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화자산운용이 중국 현지 

영업을 위해 텐진시에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그룹과 인연이 깊다.

콩그레스센터 인접지에 ‘한화 오피스’ 
개설해 글로벌 한화 브랜드 알려

그룹은 올해 다보스포럼 메인 행사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최적지에 현지 

사무실을 임대해 글로벌 미팅 장소로 

활용했다. 오피스 외벽에 설치한 한화 브랜드 

옥외 간판은 콩그레스센터를 찾은 3,0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과 수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한화 위상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을 통해 다보스 

설경과 어우러져 주목도를 높였다. 사무실에는 

총 5개의 미팅룸과 현지 상황실이 있어 

글로벌 리더들의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크 

교류의 장으로 인기를 모았다. 또한, 더 플라자 

셰프들이 직접 한식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리더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그룹은 총 60여 회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20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해법을 적극 소개했다.

그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16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찾았다. 이번 다보스포럼에는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 한화큐셀 남성우 대표·김동관 전무,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김동원 부실장 등이 
참가했으며, 3일간 200여 명에 이르는 글로벌 
리더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룹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한화’의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펼쳤다. 

그룹, 다보스에서
 ‘글로벌 한화’의
새 길을 찾다

BUSINESS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와 
한화생명 김동원 부실장 등 
참석 일행은 3일간 총 60여 
회에 걸쳐 200여 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 만나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0년 이후 7년 연속 
다보스포럼을 찾은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는 올해에도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Davos, Swiss



한화생명, 
국내ㆍ외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 사업 활로도 모색

4년 연속 다보스를 찾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는 글로벌 금융 사업 전략을 찾는 데 

전념했다. 차남규 대표는 21일 김동원 

전사혁신실 부실장 등과 함께 영국 푸르덴셜 

보험의 폴 만듀카 회장 일행을 만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및 아시아 보험 사업의 향후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차 대표는 금융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보험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이후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알리안츠 SE의 

막시밀리안 짐머러 아시아 총괄, 디에터웨머 

CFO 등을 만나 핀테크,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 현황과 아시아 보험 M&A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화생명 

김동원 부실장은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의 

선두주자인 미국 매스챌린지의 CEO인 존 

할트혼을 만나 선진국의 스타트업 육성체계 

경험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했다. 그는 또 

MIT 미디어 융합연구소의 브라이언 포드를 

만나 비트코인(가상화폐) 등 최신 핀테크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글로벌 경영 속도를 

높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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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됐다’거나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적당히 

자신과 타협하기 좋은 2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마르지 않는 열정의 샘이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불씨에 따스한 

입김을 후, 불어넣어 봅니다.

열정,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한화케미칼,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을 향한 
비즈니스에 박차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를 찾아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 행보를 이어 나갔다. 김 대표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그룹 사빅의 

어네스토 오치엘로 부사장을 만나 중동 

석유화학 업계 및 향후 유가 전망과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미츠비시 케미칼의 

CEO 고바야시 요시미쓰를 만나 아시아 

석유화학 업계의 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해 

듣고 기술제휴 등도 논의했다. 또 사우디 

아람코 모타심 알 마슈크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광 

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13회의 세션 및 미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신사업 등을 구상했다.

그룹은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얻은 브랜드 

마케팅 효과 및 글로벌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구축의 해’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경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화 in 

한화큐셀, 
글로벌 현장경영 
확대

한화큐셀은 글로벌 현장경영에 적극 

나섰다. 남성우 대표는 1월 21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州)의 수상을 만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제조 공장 설립 

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한화의 태양광 

사업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노력을 펼쳤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8월 인도 개발업체인 

에셀 그룹, 제이에이 솔라와 함께 

안드라프라데시주 내 셀 및 모듈 제조공장 

설립 MOU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파리기후협약 이후 인도는 세계 태양광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성우 대표는 이외에도 14회의 세션 및 

미팅 참가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회사인 

우모에의 옌스 울트바이트-모어 CEO, 

사우디 아람코의 모타심 알 마슈크 부사장 

등 수십 명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CEO들을 

만났다. 한화큐셀은 한국 내 유일한 

UN 등록단체인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함께 22일 다보스에 

위치한 아메론 호텔에서 GGGI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포럼에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카이스트 김상협 교수, 

독일·인도네시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패널로 참가해 신재생 에너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한화케미칼 새 비전 선포

특 명 ,  미 래 를  선 점 하 라 !

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지난 한 해 물리적 인수 작업을 모

두 마무리하고 한화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 중 한화케미칼은 그룹의 전통적인 석유화

학 계열사로서 시장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전략을 제시하고 계

열사 간 시너지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

다. 김창범 대표이사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울산과 여수 등 생산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현장경영을 강화하는 한

편 KAIST와 공동으로 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R&D 역

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저유가와 함께 가공소재부문과 태

양광부문의 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3분기 매출 1조 

8,868억 원, 영업이익 1,333억 원(연결 기준)을 기록, 큰 성과로 

주목받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 업체들의 

도전과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형 원천기술 확

보, 고부가 제품 강화, 원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체질’을 강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야무지고 독하게 , 끈기 있게 혁신한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도 

세계를 선도할 
화학기업 이룬다
정리 편집실

한화케미칼이 지난 1월 7일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룹 유화부문 사업의 중심 축으로서 건실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비전과 임직원의 행동 원칙을 
공유하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을 약속한 새 
다짐의 현장을 찾았다.

화학기업(Be Creative & Competitive toward a Chemical 

Leader)’을 비전으로 두고 2025년까지 매출 10조 원(별도기준)

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향후 10년간 두 배 이상

의 매출상승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다. 선도 화학기업이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 고부가 특화 제품 확대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기존 범용 제품의 생산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중점적으

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행동 원칙으로는 ‘야 ·독·끈(야

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을 선정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야무지게), 강인한 승부근성

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며(독하게), 한번 정한 목표는 포기

하지 않는(끈기 있게) 인재상을 강조한 것이다. 한화케미칼은 

임직원이 비전을 쉽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이를 회사의 공식 행

사에 구호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기로 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김창범 대표이사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바

탕으로 시장의 룰을 지배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며 “모

든 사고와 행동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환골탈태할 것”을 

강조했다. 

그룹 석유화학부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또한 적극적으로 모

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그룹은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

탈을 새 식구로 맞으면서 NCC 생산능력 국내 1위로 올라섰고,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긍정적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

는 바탕을 갖췄다. 향후 원료 공동구매와 R&D 협업 등의 시너

지를 적극 확대해 대한민국 화학 업계의 리더이자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 계 의  도 전 ,  혁 신 의  응 전

2016년, 대한민국의 화학산업은 사업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인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기, 그룹의 화학 

사업이 규모의 1등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가치와 미래 성장

성에서도 리더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화케미칼은 새로운 

실천을 약속했다. 새로운 비전은 임직원들의 열정에 큰 동

기로 작용해 생존과 성장의 큰 밑그림이 되어줄 것이다. 외

형과 내실의 조화를 이루는 2016년의 새 도전에 큰 응원을 

보낼 때이다.

고부가 특화 제품 확대 
+ 

사업구조 고도화

2025년, 매출 10조 원 달성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도 화학기업

0908 일등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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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유화부문 사업의 내일

모 든  물 리 적  통 합 은  끝 났 다

지난해 인수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은 새로운 기업문화 

아래에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한화의 주력 계열사로 안착했다. 

더불어 흔들림 없는 혁신 활동으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며 그

룹의 화학부문 계열사들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화학 ,  그룹의  큰  성장마디를  이루다

그룹은 전통적으로 화학 분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국내 최초의 PVC(폴리염화비닐) 생산 기업 한국화성

공업(현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을 설립하며 석유화학 사

업에 진출한 그룹은 1969년, 전력이 부족하던 대한민국에 대규

모 정유공장인 경인에너지(1999년 매각)를 설립, 한때 그룹 전

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성장시켰다. 무엇

보다 ‘승부사’로 통할 정도로 M&A에 능한 김승연 회장이 그룹

을 국내 10대 기업의 위상에 올려놓은 것도 1982년 인수한 한양

화학이 빠르게 자리잡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

를 보이며 사업 다각화 및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 온 

화학 분야 계열사들은 최근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글

로벌 기업들이 사업 재편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후발업체

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스프는 2001년 

한화의 내핵(內核)으로
뜨겁게 내실을 다진다
정리 편집실

그룹은 지난해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을 인수하며 
국내 유화부문 1위의 위상을 달성했다. 이제 중요한 것
은 규모의 1위가 아니다.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
림 없는 혁신으로 내실 1위, 고객가치 1위를 향해 그 의
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대비 2010년 200%의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다우케미칼도 인

수합병을 통해 세력을 빠르게 확장한 것.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

자의 위치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룹은 2014년부터 적극적

인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 가장 잘할 수 있는 화학 분야에 집중

하고 대규모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그룹은 NCC 분야 국내 

1위 및 세계 9위의 위상을 차지했으며, 에틸렌 제품군뿐만 아니

라 정유-기초원료-합성원료로 다각화된 원료 포트폴리오를 갖

추고 ‘시장의 개척자(First Mover)’로서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 

한화토탈은 신공정을 앞세워 태양전지 EVA 분야 세계시장 점

유율 35%를 차지, 세계일류상품으로서의 위용을 보였다.

F i r s t  M o v e r 로  도 약 하 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

토탈 등의 주력 화학 계열사들은 지난 한 해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조직 문화 재편과 혁신 활동을 펼쳐 왔다. 모든 화학 계열

사가 고성장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저유가 기조 속에서 전 세계 

화학기업들이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현실을 낙관하기보다 

미래에 닥칠 위험과 시장의 변화에 단단히 대비하는 모양새다. 

한화케미칼은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 규모로 매출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실천 중이다. 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생산하는 한화

종합화학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0

주(약 2년) 동안 기술혁신을 통해 집중적인 원가절감을 시행하

는 ‘서바이벌 100(Survival 1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화토

탈은 고유의 페어분트(수평,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통합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 트리플 제로(Triple Zero, 불

량·고장·재해 제로) 등의 현장 혁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연초 김승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매출액 1위, 생산량 1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품질, 수익

성, 고객가치 1위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화부문의 계열

사들의 실질적인 시너지 확대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현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1등’의 목표를 향해 지금 누구보다 뜨겁게 혁

신을 실천하고 있다. 1980년대 ‘제2창업’을 선언한 그룹이 화학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를 이루어낸 것처럼, 다시 한 번 화

학으로 큰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한화토탈

한화토탈

여천NCC

에너지(정유)

석유화학 계열사 제품 
포트폴리오

석유화학 
기초원료

합성수지 및 
합성원료

염소 ·가성소다한화케미칼

한화화인케미칼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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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2
X.com
Paypal

마흔다섯 살의 억만장자가 “꼭 화성에 갈 것”이라고 말한
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멋진 전기자동차를 타야 한다
고”도 말한다. 시장은 그의 얘기에 번번히 의구심을 표했
지만 억만장자와 그 직원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매달려 기어이 모든 도전을 성공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
에게 ‘방전’은 없다. 목표를 향한 열정은 쉴틈 없이 에너지
를 공급할 뿐이다.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동력, 열정
정리 편집실 
참조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다케우치 가즈마사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스페이스X와 테슬라모터스의
엘론 머스크

SpaceX
Tesla Motors

Elon 
Musk

Photo by Flickr user Bruno Sanchez-Andrade Nuño(CC BY 2.0)

같은 시작 다른 여정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네스케이프를 거점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젊은 야심가들은 그

들 앞에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빠르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파

고들었다. 1994년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가 야후를,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닷컴을, 1998년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가 구글을 설립한 이후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대단한 밑

천이 없어도’ 성공을 이뤄내는 젊은이들의 신화가 줄을 이었다.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이자, ‘테슬라모터스’ 대표이사 엘론 

머스크(Elon Musk)도 이런 젊은이들 중 하나였다. 스탠퍼드대

학교에서 응용물리학과 재료공학 분야 박사 과정을 단 이틀 만

에 그만두기로 결정한 그는 1995년 인터넷 지도 및 주소,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Zip2’를 창업, 4년 만에 

이를 3억 7,000만 달러에 팔았고 곧이어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

업인 ‘엑스닷컴(X.com)’을 일으켰다. 2000년 이들과 유사한 사

업을 펼치던 ‘컨피니티(Confinity)’와 합병을 결정하고 세계적

인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선보였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페이팔은 인터넷 최대 경매 사이트 이베이(eBay)

가 인수했고, 이때 엘론 머스크가 손에 쥔 돈은 우리나라 돈으

로 약 1,8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엘론 머스크는 큰 성공을 거둔 다른 인터넷 기업들

이나 거금을 손에 쥔 갑부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

다. 그의 시선은 가진 돈을 더욱 부풀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넘어 광활한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꽂혔다. “식

량난과 물 부족,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몇십 

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속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얼핏 초등학생들이나 

걱정할 법한 문제로 보였던 이 화두에 몰입한 그는 어떠한 외부

의 부정적인 시각과 절망적인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다. 바로 열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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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는 사실 히어로물보다는 

<인간극장>에 가까운 역경을 헤쳐야 했다. 

일견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우주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열정만이 

토니 스타크의 아크 원자로를 대신해 심장에 

박혀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의심하라, 나는 도전한다
간단하게 설명되는 그의 꿈과 성공가도 사이에는 사실 엄청

난 시련과 좌절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로켓 ‘팔

콘 1호’는 발사 지연과 실패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언론과 대중

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며 코웃음쳤다. “‘Q: 어떻

게 우주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나요?’ ‘A: 억만장자에서 시

작했거든요’”라는 씁쓸한 농담이 유행하기도 했다. 로드스터

의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면서 시장에는 테슬라 모터스의 자금

사정에 대한 루머가 끊임없이 떠돌았고, 창립 멤버인 CEO 에

버하드를 경질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역경과 실패 앞에서 망

연자실하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직원

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팔콘 1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

할 때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이 이룬 작은 기술적 성과에 집

중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팔콘 1호’의 성공조차 장담하지 

못하던 때 대형 로켓인 ‘팔콘 9호’를 준비했다. 그리고 2010년 

500kg의 화물을 실은 우주선 ‘드래곤’을 탑재하고 발사에 성

공, 드래곤이 지구 주위를 회전한 후 다시 귀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국제우주정거장(ISS) 화물 수송 

사업자로 스페이스X를 선택, 현재까지 민간업체로는 유일하

게 ‘우주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로

드스터에 이어 선보인 모델 S가 큰 성공을 거둔 후 SUV 전기자

동차인 모델 X도 고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는 사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영웅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워커홀릭

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가슴팍에는 토니 스타크의 아

크 원자로 대신 “화성에서 죽겠다”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열정

이 심어져 있다. 그는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8만여 명이 거주

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지난 도

전이 늘 그러했듯 그 약속이 제때 지켜질지, 몇 번의 좌절이 기

다릴지는 알 수 없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그만의 뜨거

운 원자로는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Photo by Flickr user Steve Jurvetson(CC BY 2.0)

인류에게 다른 미래를 제시하다
“그는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엘론 머

스크가 우주 산업을 위한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 사람

들은 그가 지금껏 거둔 성공을 단숨에 잃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로지 컴퓨터와 우수한 인재만 필요했던 인터넷 시장의 영역

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며 로켓 개발에 

착수한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1989년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쏘기 위한 예산이 우리 돈 500

조 원 정도로 추정된 바 있던 터다. 유인 우주선 사업이 구소련

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 이후 ‘실리’의 측면에서 관심 밖으로 밀

려나기에 충분히 큰 금액이다. 당연히 엘론 머스크가 아무리 그

가 큰 부자라 할지라도 이는 황당무계한 프로젝트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냉담하고 의혹에 찬 비평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그와 그의 직원들은 첫 번째 로켓인 ‘팔콘 1호

(Falcon 1)’의 개발에 착수했고, 스페이스X 설립 6년 만에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연료 로켓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렸다. 2010

년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대형 2단형 로켓 ‘팔콘 

9호(Falcon 9)’의 궤도 진입도 성공시켰다. ‘로켓 제작에 드는 재

료비는 전체 개발비의 단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가 ‘저가형 

로켓’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

을 증명해낸 것이다.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라는 상상 이상의 일을 벌이는 와

중에 다른 한편으로 그는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기

자동차 분야에도 발을 내디뎠다. 자금난을 겪던 캘리포니아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창업자 마틴 에버하드(Martin 

Eberhard)와 특별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에 진출한 ‘볼라콤’의 제프리 스트라우벨(Jeffrey 

Straubel)을 만난 엘론 머스크는 2004년 테슬라 모터스를 통

해 최고급 스포츠카를 지향한 전기자동차인 ‘로드스터’를 만

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전역에서 투자자가 줄을 이었

고,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등의 할리우드 스타들도 구매 예

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숱한 화제를 낳았다. 그리고 로드

스터는 ‘포르셰보다 빠른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고, 보급

형의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혁신에 돌입했다. 



“주변에서 소식을 듣고 모르던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축하 인

사말도 건네주시니 보람도 있고 기뻤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 주시고, 격려도 듬뿍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화탈레스 김민석 사원은 작년 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IPC 솔더링 세계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

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김민석 사원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 IPC연맹에 솔더링 장인으로 영구 등

재되었다. 국제인쇄회로기구(IPC)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솔더

링 대회는 민감한 전자 ·방산부품을 수작업으로 솔더링하여 제

품을 완성하는 정밀도를 측정하는 대회다.  

김민석 사원의 우승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한국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납땜’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작업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조 분야에서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산업체인 한

화탈레스의 경우, 전시상황에서 납땜 부분의 작은 실수로 회로

기판 보드부품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가 회사에서 맡

고 있는 부분이 인쇄회로기판(PCB)의 단위부품시험과 성능시험

입니다. 제품의 정상과 불량을 판단하고 수리하는 일인데 불량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1등은 쉬운 게 아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27살의  청년  한화인이  이뤄냈다. 2015 
IPC*(국제인쇄회로기구) 솔더링(납땜) 세계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한화탈레스 제조팀 김민석 사원이 그 
주인공이다. 부산전자공고 재학시절 처음 수(手)납땜에 
대한 관심이 생겨 연습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하고 싶지 않다’거나 ‘질려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김민석 사원. 그가 정의하는 열정이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도 처음과 같은 
호기심과 재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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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전쟁 직전에 태어났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 아이 서넛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낳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모두 고등교육의 혜택을 

주는 집은 손에 꼽던 때였다. 서진규 박사의 어린 시절도 다를 바 없었다. 경

상도의 어촌에서 태어나 엿을 고아 팔던 할머니의 손에 자란 서진규 박사의 

삶은 주변과의 투쟁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고교 입학마저도 집안 반대에 부

딪혔고,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좌절되었다. 가발공장에 다니다가 미국 

가정집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단돈 100달러를 움켜쥔 채 미국

으로 날아갔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듯 스물아홉 살에 입

대한 군대에서 어린 남자들과 경쟁하며 이를 앙다물어야 했다. 

“저는 지난날의 저에 대한 동정심이 컸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

라지는 상상을 할 때가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죠. 상상은 돈이 안 들잖아요

(웃음).” 그러면서 한화인들에게 반드시 비전을 눈에 그리라고 조언한다. 

“‘비전(Vis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본다’는 것에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꿈을 시각화(Visualization)해보세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괴

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높은 직급을 가진 자신을 상상하고, 

언젠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눈 앞에 그리세요. 출퇴근길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꿈을 눈에 그리면 열정은 고갈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는 마흔둘의 나이에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문, 쉰아홉의 

나이에 하버드대 박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2016년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한화인들에게 ‘천천히 다부지게 나아

가라’고 응원했다. “군에서 젊은 남자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페이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건장한 아이들과 보

조를 맞추어 산에 오르려고 하면 처음엔 얼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목표지

점까지 가지 못해요. 웃으며 동기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내 호흡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디면 결국 정상에서 그들과 만날 수 있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남들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

리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하고, 휴대전화에 ‘해리
포터’의 원서 오디오북을 담아 듣고 다니며 한 달에 네다섯 번 강
의를 나간다. 틈틈이 글을 쓰고 되도록 강연과 인터뷰 요청은 거
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올해 69세의 이 패기 넘치는 젊은이
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서진규 박사다. 
-

천천히, 오래도록 
자신을 태우세요
가발공장 여공에서 하버드 박사로, 서진규 박사

취재 편집실
사진 이호승 판타크리에이션

열정의 지난 10년,
앞으로를 더 기대합니다
한화탈레스 제조팀 김민석 사원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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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다 보면 솔더링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화탈레스는 다양한 부품을 쓰기 때문에 각 부품의 특성

에 맞춰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솔더링에서도 상당

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부산이 고향인 김민석 사원은 고등학교 1학년 (부산 전자

공고) 때 처음 솔더링을 배웠다. 남다른 집중력과 섬세함으

로 그 실력은 학창시절부터 입증을 받아 고3 때 출전한 부

산기능경기대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국제 무대에서 본인

의 실력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의 

권유도 있어 세계대회를 준비하게 됐다. 대회를 앞둔 한 달 

가량은 업무와 별도로 매일 2-3시간 가량 연습용 키트를 

이용해 실력을 연마했다. “품질과 속도 향상을 주로 훈련했

는데,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매일 동일한 키트로 반복훈련

을 하다 보니 확실히 어느 순간 실력이 오르는 게 저 스스로 

느껴졌어요.” 자신이 성장해 간다는 기쁨과 재미는 김민석 

사원을 세계 챔피언의 자리까지 이끄는 동력이 됐다. 

김민석 사원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두툼한 손

과 푸근한 인상에서 솔더링이라는 정교한 작업과의 매칭

을 쉽게 끌어내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회로기판에 깨알같이 작

은 실장부품들을 핀셋으로 잡아 규정에 따라 하나하나 완

성해 가는 모습에 감탄하곤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집중력’이다. “저도 물론 대회에 나가면 떨리

고 마음이 흐트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중이 흐트

러질 때일수록 저는 과제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고, 꼼꼼하

게 짚고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한 번의 작업이라도 확실

히 하고 넘어가려고 몰두하다 보면 떨림도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성과를 위해 평소 자기관리도 빠트릴 수 

없다.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니만큼 작은 손 떨림 하

나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김민석 사원은 술과 담배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손을 놓아본 적 없을 정

도의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민석 사원의 다

음 목표는 IPC 솔더링 분야에서 최고를 넘어 독보적인 전문

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기능인의 길을 걷고

자 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솔더링 기

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 최고의 솔더링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한화탈레스의 방산부품이 대

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고, 앞으로

도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

년간 우직하게 ‘솔더링’ 한 길을 걸어 세계 챔피언의 결과를 

이뤄낸 김민석 사원. 남다른 뚝심과 저력으로 본인만의 길

을 만들어 온 청년의 열정과 묵묵함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갈지 함께 기대해보자.

1. 
지난 10년간 사용해 온 
공구들은 이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동고동락을 
함께했다.
2. 
힘들고 지칠 때는 선배의 
조언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고민상담도 하고 업무상 
조언도 아끼지 않는 김민석 
사원의 선배 한화탈레스 
제조팀 염성록 기사와 함께.
3. 
대회에 나가면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모든 부품들을 
정해진 규칙과 자리에 
정교하게 고정시켜 나가야 
한다. 전 과정에 걸쳐 1:1로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기에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4. 5.
월드 솔더링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김민석 사원이 하루도 
빼지 않고 훈련했던 연습용 
키트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루도 연습을 빠짐없이 
이어가는 일이었다. 

세계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저 한 사람만의 기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한화탈레스의 방산부품이 대한민국

자주국방 경쟁력에 기초를 닦는다는

각오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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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챔피언

김민석 사원의 원칙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 끝에 모든 결과가

좌우되는 솔더링.
그렇기에 평소에

술과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대회’는 긴장이

숙명처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침착하게 기초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과제 하나를 하더라도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짚어나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건 작건 저의 
성장을 느끼고 이를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20 일등정신 
퇴근길 상담소

날마다
처음처럼
뜨겁게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일러스트 박세연

자신감이 곧 리더십이에요
-
익명 요청

-
사연이 저와 연차가 유사한 분인 것 같아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륜(?)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낯설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스킬도 늘어나지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세요!”

문제의 원인을 깊게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질질 끌지 말고 서툴더라도 
해결해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이 
담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구체적인 충고도 좋고 심리학이나 
철학책 혹은 역사책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게 되면 확실히 회사 
생활 자체가 매몰되지 않고 조직의 원리 
및 사람 관계를 넓은 눈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외로 쉬운 해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
담
소

퇴
근
길

‘퇴근길 상담소’ 그 두 번째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것은
입사 10년차의 한화인입니다.
업무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엔

자신 있지만 ‘중간관리자’라

‘위, 아래, 위, 위, 아래’로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우리 한화인. 마음을 다잡기

위한 조언을 구해 왔습니다.

성공 경험을 쌓아봐요
-
백일남 대리
한화63시티 자산관리1팀 순천사옥

-
한줄기 빛은 답답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아주 약한 빛 입니다. 하지만 
한줄기 빛은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영광과 기쁨의 동아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상의 아주 작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이것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과 자부심을 많이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기쁨들이 모이면 
어느새 아주 커다란 만족과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겁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사생활 
하며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찬 파이팅으로 2016년을 시작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한화인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버티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열정의 우물을 길어올려요
-
김성철 사원

한화에스테이트�사업지원팀

-
직장생활 속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는 자기계발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학문이 아닌, 
정말 원했던 취미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열정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좋아하는 분야의 
독서에 몰입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 
보는 건 어떨까요? 자격증 취득도 좋구요. 
저도 올해는 학생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독일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의무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큰 기대가 됩니다. “세상은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처럼 

2016년에는 우리 모두 열정 가득한 
한화인이 되어 보아요.

공은 공, 사는 사
-
이동형 사원 
한화테크윈 부품품질팀

-
제 생각에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알 수 없는 짜증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회사생활에서 감정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생활에 감정이 
많이 이입되면 작은 부분에도 
서로 주고 받는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쌓은 친목이 회사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퇴근 전과 후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므로 거기에 대해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덜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심효선 대리 
한화토탈 수지기획팀

-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심각한 건 하나도 

없더라.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위와 
같이 생각하며 그 과정을 충분히 
겪어내고 나면 오히려 힘들었던 
순간들을 통해 제 자신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해 
줘야 사는 맛이 나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요
-
남혜정 캡틴
한화호텔&리조트 63식음영업팀

-
우선 힘 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후배님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해주시는 든든한 
선배님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업무의 성격과 상반된 
취미’를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근이나 사무직이라면 활동적인 
아웃도어스포츠를 즐겨보시고, 반대로 
외근영업직이시라면 템플스테이와 같은 
정적인 활동을 통해 상처치유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운동이죠
-
허인용 사원

한화역사 청량리역사 운영팀

-
남모를 고민과 스트레스는 운동을 통해서 
풀어보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배트에 맞아 뻗어나가는 야구공처럼 
스트레스도 뻥뻥 날아갑니다.  
운동을 통해 다가올 한 주를버틸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건 일석이조랍니다. 

초심을 응시하세요
-
이원재 대리 
한화63시티 업무팀�

-
어느새 직장생활이 만으로 4년 
넘어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갈 줄이야. 처음 입사했을 때의 
열정을 아직도 유지하기란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저는 나름의 
노하우로 아직까지 열정과 
패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죠. 

다이어리 첫 페이지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 다짐한 글귀를 써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죠. 그러나 본다고만 
해서 초심이 유지되겠습니까. 
상사, 동료와 업무적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초심은 점점 찢겨져 가지만 
나름 매일매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그나마 밝은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상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운동 
여러분도 꼭 실천하세요.

* 퇴근길 상담소에서는 회사에서 
겪는 한화인의 고민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아 공유합니다. 
모든 사연은 원하시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료들에게 
따스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직원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음료 
기프티콘(2매씩)을 보내드립니다. 
한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sabo@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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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방향을 직시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

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

니다. 혹은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이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고 김승연 회장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등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

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선 지금 일어

나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의 기업들

은 위기가 닥쳐오면 과거에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고 단

기간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

설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는 힘껏 달리

고 있는 여왕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뛰고 있나

요?” 여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서”라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뛰어

야만 겨우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여왕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뛰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어떻게’보

다 ‘어디로’ 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존 시장의 리더가 목적지

의 반대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새로 시장

에 진입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위기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

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죠. 

‘전략적 사고’하는 조직을 만들라

전략적 사고는 한 분의 CEO나 임원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가 갖춰야 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위기에 빠졌던 애플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제품은 아

이팟(iPod)입니다. 2001년에 등장한 이 제품은 곧바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매출 그래프를 보면 2005년부터 

그 힘을 보여주었지요. 바로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루이스 캐럴이 1865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달려야 
겨우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야. 어딘가에 닿으려면 
두 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해”라는 붉은 여왕의 대사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도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이 
생겼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경쟁 기업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뜻한다. 

아이팟(iPod) :
애플의 MP3 플레이어로 
1세대 제품은 2001년 
10월에 발매됐다. 당초 
낯선 인터페이스와
묵직한 무게, 높은 가격 
때문에 실패가 점쳐졌으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애플의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기의 시대는 
곧 기회의 시대 -
전략적 사고로 
대응하라
취재 및 정리 편집실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많은 이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1등 기업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 통찰과 혁신을 위해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한얼 교수가 한화의 CEO들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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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경쟁의 본질로 여긴 유지형(Sustaining) 혁신에 집중

했지만, 이제 경쟁은 완전히 다른 이(異)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

습니다. 같은 차원 안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들고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

들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이렇듯 과거의 선도 기업이 

교란형 혁신에 적응하기 힘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범적인 

경영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큰 마진

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 발굴에 집중하는 이 원칙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유지형 혁신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

이죠. 그러나 교란형 혁신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이는 무력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선도 기업에는 성공 경험을 바탕으

로 한 기업의 문화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라는 자

원(Resource)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조직만의 패턴화

된 과정(Process & Routine)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과 시스템에 정착된 가치(Value) 체계가 있죠. 가치는 의사결

정의 우선 순위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

지형 혁신에 최적화된 조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어 보고 싶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채용하고 팀을 만들

어 준다고 해도 고착화된 프로세스와 가치 체계 안에서 교란형 

혁신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해낸 

회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직시하라

1990년대 말 인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 개인 컴퓨터를 하나 사려면 1,200달러에

서 1,300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인텔은 팬티엄 Ⅱ의 성공

을 발판으로 팬티엄 Ⅲ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시장

에 1,000달러 미만의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MD 같은 중저가 프로세서 기업들이 등장한 거죠. 하이-엔드

(High-end)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던 인텔은 로-엔드(Low-

end) 제품의 등장에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

나 엔디 그로브 회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Disruption’ 이론이 

담긴 경영서를 베스트셀러로 올린 하버드대 크리스텐슨 교수

를 초청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죠. 고민을 거듭한 

엔디 그로브 회장은 로-엔드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은 반발합니다. 저가형 CPU 

개발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 특허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의 시스템과 가치가 이를 거부한 것이지요. 이때 엔디 그로

브 회장은 기존 고급형 CPU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사에 저가형 제품 개발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

로 인텔의 셀러론(Celeron)입니다. 판매에서도 완전히 다른 전

략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낮으니 마진도 낮아 기존 판매 조직

에는 큰 매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를 개발한 이스라엘 지사에 

“판매도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기존 인텔의 판매

망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인

텔은 저가형 시장도 지킬 수가 있게 됐죠.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열한 비즈니스 모델 경쟁의 시대

를 살아가는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저희에게는 별 매력이 없었던 시장을 중국과 

인도가 서서히 잠식해 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끼리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조금씩 시장 선도 기업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나 로-엔

드 시장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 대처할 충

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선도 기업으로서 좀 

더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적 사고로 대처하신다

면 1등 기업의 발판은 탄탄히 만들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었습니다. 초기 아이튠즈는 애플의 매킨토시에서만 구동되었

습니다. 시장점유율 단 3%의 컴퓨터 말입니다. 당연히 아이팟

은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관리자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아이튠즈

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온갖 험한 욕설을 섞어가며 “그런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다시

는 들고 오지 말라”고 호통 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호랑

이 CEO가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다시 그 의견을 내실 수 있었을

까요? 그런데, 애플의 참모들은 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고민하

고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윈

도우용 아이튠즈가 세상에 나오게 됐고, 아이팟은 엄청난 매출 

신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한화그룹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

양한 관점의 의견이 검토되는 것, 그것이 소통인 것이지요. 그

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새로운 관점의 혁신에 대

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것

요즘 시장에서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의미로 ‘Disruption 

Innov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

는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시장에서 일

어나는 독특한 변화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우상향의 가파른 직선으로 기술이 발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니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

실 소비자의 니즈는 그보다 훨씬 기울기가 완만한 직선을 그으

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의 니즈를 훨씬 능

가하는 시기가 오지요. 국내에서는 차량이 최고 시속 100km 

안팎으로밖에 달리지 못하는데 자동차는 5년마다 최고 속도

를 시속 20km씩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

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엑셀 프로그램 등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

는 무수히 많습니다. 기술 발전의 변화보다 소비 변화가 느린 겁

니다. 산업의 초창기엔 사람들의 니즈를 제품과 서비스가 받쳐

주지 못합니다. 이를 ‘Underserved Marke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능에 대한 수요가 이미 과도하게 충족

된 ‘Overserved Market’에 진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시장 선도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

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전자의 시장과 후자의 시장에서는 각

기 다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Underserved’에서 사용

했던 전략을 ‘Overserved’에서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기업이 기존에 했던 ‘성공 경험’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

업에는 문화와 시스템이 생기고, 이는 한 번 구축되면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

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등장하며 앞서 말씀드린 

‘Disruption Innovation’을 합니다. 저는 이를 ‘파괴적 혁신’

이라기보다는 ‘교란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열등한, 그러나 위협적인

‘Disruptor’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기존 시장의 스탠다드

보다 열등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 우위에 있던 기업

들은 관심을 두지 않죠. ‘열등’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

다. 코닥(Kodak)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코닥은 자신들이 

1975년에 개발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처음 디지

털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제작물의 해상도는 기존 아날로그의 

7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데 있어 가장 중요

한 ‘깨끗함’에서 한참 뒤처진 거였죠. 그러나 차원을 달리 보자

면 디지털 사진은 촬영 후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가공

이 쉽다는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 가지고 있던 

‘우열’의 차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

코닥(Kodak) :
변화를 거부하고 쇠락의 
길을 간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1881년 설립되어 
세계 필름 카메라 시장을 
호령했다. 1990년 이들이 
팔아치운 일회용 카메라만 
1억 대가 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이 시장을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한 
결과 2012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현재 필름 및 
카메라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쇄 기술 지원과 전문가용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셀러론(Celeron) :
인텔의 보급형 프로세서로,
1998년에 선보였다.
AMD 등 저가·저사양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펜티엄II와 구조는 같지만
일부 메모리를 없애 컴퓨터
가격을 낮췄으며 
이로서 인텔은 저가형 시장의 
수성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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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갤러리아면세점 63’ 프리 오픈

여의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연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한화갤러리아가 63빌딩에 조성된 시내면세점의 공식명칭을 ‘갤러리아면세점 
63’으로 정하고 지난 12월 28일 전체 쇼핑 공간의 60%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면세점 63을 통해 새로운 관광문화 조성에 일조함은 물론, 
여의도 ·영등포지역을 미국의 맨해튼처럼 선진국형 관광지로 부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성원 속에 지속 성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 프리 오픈

현재 전체 매장의 60% 정도가 영업 중이며, 
고객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과 VIP 마케팅 등이 
궤도에 올랐다.

▼ 골든 쇼핑타임 
갤러리아만의 시그니처 서비스(Service)와 
스타일(Style), 스토리(Stroy)가 있는 
공간으로서, 실속과 품격이 함께하는 
고객의 여행을 완성할 예정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철강을 
대체할 새로운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 내부 전경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전체 면적은 1만 72㎡ 
규모로 63빌딩 내 주요 관광시설과 
카페·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합하면 총 3만 
6,472㎡의 대규모 종합 문화관광 공간이 탄생했다.

Electronics
Korean Cosmetics
Souvenir & Food

한국전통수공예품 ‘한함’
유아동 키덜트

국내 중소중견기업 아이디어 제품

Korean Ginseng
Liquor & Tabacco

Korean Cosmetics
Fashion Leather, Accessories

Korean Ginseng, Boutique 
Sunglasses, Fashion Watch

Fashion Multi

Watch & Jewelry

Boutique
Cosmetics & Perfumes

Electronics
Sunglasses

3F

2F

1F

GF

 ▼ 갤러리아면세점 63 외관 
여의도 랜드마크 63빌딩의

그라운드플로어와 1-3층, 총 4개층이
면세점으로 활용된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의 개장으로 여의도 면세점 

시대가 열렸다. ‘금빛 여정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70여 개의 브랜드로 오픈 첫발을 

뗀 ‘갤러리아면세점 63’은 올 상반기로 예정된 

그랜드오픈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면세점 측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의를 

통한 입점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골든패키지’ 

오픈 프로모션, 백화점과 면세점 통합 혜택 

제공이 가능한 ‘원카드 서비스’, 명품관의 

성공노하우를 살린 VIP라운지 운영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 또한 이어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앞으로 예고되는 시내 및 

공항면세점을 비롯하여 신규면세점 진출 

기회가 오면 수익성 검토 후 참여할 계획이며, 

더불어 해외 현지 면세점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크루즈 관광선 

내  면세점 운영 등 면세 사업의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역시 모색 중이다. 

갤러리아면세점 63
층별 상품 구성

2726 일류문화 

일류人 한화人



❶ 한류코스 
 TV속 그 장면, 그 장소, 한류 열풍에 따라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이 촬영된 명소 
 선유도공원 → 윤중로 → 방송국 → 여의도공원 → 이랜드크루즈 → 63빌딩

❷ 전통코스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공존, 여의도(영등포) 지역과 우리나라의 전통/역사체험 
 63빌딩 → 국회의사당 → 영등포전통시장 → 씨랄라(워터파크) 
 → 영등포 구 경성방직 사무동 → 노량진수산시장

❸ 문화/예술코스

 도심 속 이색적인 예술 공간, 문래창작촌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감상 
 63아트 → 앙카라공원  → 샛강생태공원 → 문래창작촌 → 정다방 프로젝트 
 → 치포리 

❹ 한강코스

 눈으로 반하고 몸으로 즐기는 한강, 한강(여의도 내)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체험
 63빌딩 → 한강 자전거 하이킹 → 여의나루 한강공원 → 수상레포츠 체험 
 → 요트 체험 → 양화대교 전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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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화장품 
브랜드와 국내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입점한 내부

‘갤러리아면세점 63’은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쇼핑뿐 아니라 여의도 
및 영등포구 관광진흥을 위한 안내 길라잡이 역할도 야심차게 준비 중이다. 
쇼핑 스폿부터 먹거리, 체험 코스를 테마별로 구성한 ‘여의도 관광맵’을 
기획, 서울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의도 관광맵’은 여의도 일대를 조명하면서 영등포구를 반나절에서 
1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는 4개의 테마형 여행코스(❶한류코스 ❷전통/ 
시장코스 ❸문화/예술코스 ❹한강코스)를 제안한다. 

등록만으로 면세점 멤버십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추진됐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VIP 차별화 마케팅의 일환인 

‘다이아몬드 라운지(VIP라운지)’는 지상 3층에 마련됐다. 

‘다이아몬드 라운지’는  ①라운지 서비스(다과 및 

음료서비스)와  ②컨시어지 서비스(1:1 쇼핑 어드바이저)가 

결합된 VIP 고객 서비스 공간으로 쇼핑, 구매상품 결제, 

여의도 주변 관광명소 예약, 공항 인도장 연계 수령 

서비스, 다과 및 음료 서비스 등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한편 면세점 멤버십은 등급별 할인혜택을 

차별화하여,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전통품, 신진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제품들도 
명품 글로벌화!  

갤러리아면세점 63에서는 전체 브랜드의 42%가 

중소기업 상품 브랜드로 구성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업체 발굴을 위해 연 2회 중소·중견기업 

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 3층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농수축산품 명품화’ 사업 

상품인 금산 흑삼, 태안 천일염 등이 판매 중이며, 

지역특화상품의 명품화를 위해 갤러리아 디자인팀, 

마케팅팀, F&B팀 등 백화점 실무 유관부서가 산지 

생산자들과 협업해 면세점 63을 찾는 외국인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전통문화를 담은 수공예 기프트 매장인 ‘한함(HAN 

HAM)’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얼을 담은 장인과 

작가들의 옻칠그릇,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과 

전통의류를 만나 볼 수 있으며, 한국 전통차 ·다과 

멀티숍 등도 마련돼 있다.  

주민들에게 먼저 사랑받는 면세점,
‘63플랜’ 시동

본격적으로 돛을 올린 갤러리아면세점 63은 

여의도·영등포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63플랜’ 또한 

함께 추진해 나간다. ‘63플랜’은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별 역량을 접목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우선 올해 3월에 진행될 예정인 ‘클래식 

마스터 클래스’는 공개 선발된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현악기, 관악기, 지휘파트 등 파트별 

클래식 무료교육을 진행, 영등포구 지역의 

예술 창의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한화클래식>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교육 현장을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63플랜’의 주요 계획은 아동 ·청소년 

대상 과학·경제교실 확대 운영, 영등포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희망하는 

복지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를 

지원하는 ‘해피선샤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 

창작촌 작품 전시 지원, 지역 내 치매예방활동 지원 

등이며 ‘여의도’라는 입지조건으로 시내면세점 

시대를 개척한 사업성과를 여의도 인근 지역, 

그리고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환원해 ‘함께 

멀리’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여의도와 63빌딩을 한류 관광의 랜드마크로! 

면세점 선정 당시 한화갤러리아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자신감의 원천은 ‘여의도’라는 신선한 

입지적 조건이었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은 공항과 가장 

근접한 거리의 시내면세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의 시간 효율성 극대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갤러리아면세점 63 측은 “공항의 길목에 

위치한 면세점 63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서울 여행의 

처음 혹은 마지막 날,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단체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금색을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에게는 

‘골드바’로 불리며 필수 관광코스 중 하나였던 

63빌딩의 특징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한화갤러리아는 2016년부터 

유치마케팅 및 시장조사 활동을 진행하는 중국 거점 

사무소 5개를 오픈하고 2019년까지 30여 개소를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200여 

개와 고객유치 제휴 계약을 체결, 중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명동 등의 도심 관광코스가 아닌 

여의도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제안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은 여의도를 포함하는 영등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갤러리아면세점 63의 파급 부가가치는 사업 기간 내 

6,3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는 

약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백화점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오픈과 

함께 백화점과 면세점의 통합 혜택이 제공 가능한 

‘One Card’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화갤러리아에서 

발급하는 모든 카드(카드/멤버십)에 적용되며 고객은 

면세점,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한 장의 카드로 

갤러리아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갤러리아 카드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백화점 고객등급과 연계된 면세점 등급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고객편의 및 로열티가 제공된다. 더불어 

기존 백화점 고객이 추가 카드발급 없이 여권번호 

‘갤러리아 면세점63’이 추천하는 
테마형 ‘여의도 관광’ 제안



4

용도별로 너무 많은 수첩을 
사용하고 있나요?

3 한 번 쓴 메모는 
다시 안 보나요?

2

색상이나 겉모양만으로 
노트를 고르나요?

해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을 때면 
의욕에 넘쳐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하는 
일정과 목표들.
그러나 얼마 못 가 알아볼 수 없는
산발적인 메모와 끄적임으로 가득 차버리는 
페이지들을 보며 한숨 지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 메모의 달인이 전하는 
노하우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자.

메모가 
창의력이다
정리 편집실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1

글씨가 악필이라 
손으로 쓰는 건 사절?

3130 일류문화 

스마트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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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MISSION 1.   
습관 만들기, 시간을 자동이체하라 
직장인의 하루는 정말 바쁘다. 메모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란 
힘들어 보인다. ‘달인’은 매월 월급에서 공과금이나 적금부터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게 하듯 메모를 위한 시간을 분리시켜 
보기를 권한다. 통상 업무가 시작되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해 이 시간을 메모에 할애해 보자. 자신이 ‘올빼미족’이라면 
저녁 시간도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가급적 시간대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

 HOW TO    
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컴퓨터를 켜지 않고 오롯이 메모에 집중하며 환경을 통제한다. 한 
번 컴퓨터를 켜면 포털 사이트 연예·스포츠 기사 같은 것에 눈을 
빼앗기기 마련. 노트는 되도록 뒤가 비치지 않고, 얇아서 휴대하기 
편한 것으로 사용해 보자. 물론 시스템 다이어리 등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이 있다면 무리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언제든 생각날 
때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노트형 1의 장점도 고려해 보길.

CHANGE MISSION 2.   
일정 관리,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실리를 챙겨라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계획표를 형식적으로 한 번 작성해 상사에게 
전송하고는 다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달인’ 신정철 씨도 처음에는 다음 주에 할 일을 미리 상세히 
계획하고, 실제 진행 일정을 기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습관이 되니 장점이 보였고, 이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간 
업무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성한 업무계획표는 
매주 출력해 노트에 붙여두고 진행 상황을 기록 2한다.

 HOW TO    
중요한 업무부터 차근차근

중요도에 따라 업무를 분류해 다른 색깔로 표시한다. 목표와 세부 
추진 방안, 예상 문제점 등을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칸을 
그려두면 일정표 작성은 간단히 완료. 스스로 달성 수준을 완료(V), 
취소(X), 진행중(·), 연기(→)로 표시 3한다. 출근해 주간 업무 
계획표에서 오늘 날짜 칸을 보고, 화살표가 있는 업무를 오늘의 할 
일 목록에 옮겨 적는다. 우선 순위대로 하나씩 해치우면 끝!

CHANGE MISSION 3.   
도서 일지, 책과 새롭게 만나라 
주요한 내용을 손으로 기록하면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고 저자의 의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검토하며 저자와 자신의 
관계가 정립되는 장점이 있다. 문장을 틀리게 옮겨 적지 
않기 위해 노력 4하다 보면 문장을 끝까지 꼼꼼히 읽는 
능력이 키워지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HOW TO    
성실히 집중하기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전부 노트에 옮겨 적어본다.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이 노트는 당신에게 훌륭한 
색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도표와 간단한 그림을 이용해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옮겨 적는 방법 5도 있다. 나중에 
되짚어 보면 책 내용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때 드는 질문은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노트에 꼭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질문에 대해 
두고두고 고민하게 된다.

CHANGE MISSION 4.   
생각 정리, 자신의 생각을 두 눈으로 보자

해결하고 싶은 문제, 찰나의 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 
책에서 읽은 좋은 문구 등을 차근차근 메모하면 다양한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창의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떠오른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연결하고 이를 구체화 6하다 보면 자신만의 
창의성이 배가될 것이다.

 HOW TO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보기’

디지털과 아날로그 툴을 적절히 조합해 사용해 보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생길 
것이다. 우선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다. 단 ‘알아볼 수는 
있게’ 써야 한다. 노트의 진정한 힘은 ‘다시 볼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독서나 세미나 등의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을 쓰고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보자.

MEMO APP

 ‘메모의 달인’ 신정철 작가는 국내 한 대기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본업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했고 심리학에 

관심이 깊어 사이버대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2012년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메모와 노트 쓰기를 시작했고, 작은 습관만으로 

일과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한 후 자신만의 

노하우를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했다. 

최근 자신의 메모 노하우를 정리한 저서 

<메모 습관의 힘>을 출간해 작가로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빼곡한 메모 

노트들을 보면 하루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은 철두철미함이 보이지만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저도 가끔 

집에서 멍하니 휴대전화로 SNS를 하고 놀다가 

아내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는 걸요(웃음). 

성공이나 성취의 도구로만 메모를 바라보시면 

도전도 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일정, 업무, 취미와 생각, 

독서 후기 등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툴을 찾아 

이것을 일관되게 콘텐츠로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소개하는 몇 가지 노하우의 

핵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3

2

1

4

6

5

디지털 메모, 알고 쓰면 약  간단한 메모지나 필기도구를 지니고 다니는 이도 많지만 아무래도 언제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은 스마트폰.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나 일정 등을 적어둘 때 요긴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구글 킵

접착식 메모지에 간단한 메모를 
남기듯 간편하게 아이디어를 
메모하기에 적합하다. 
플랫폼  iOS, Android, Web

 에버노트

웹페이지 스크랩이나 문서작성, 노트 
스캔 저장에 용이하다.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 
Mac, Web

 워크플로이

웹 기반 아웃라이너로 할 일 관리나 
보고서·글 목차 구성에 용이하다.
플랫폼  iOS, Android, Web

 분더리스트

목록 작성·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쇼핑 목록, 
글 소재 수집 등에 쓰기 좋다.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 
Mac, Web

 포켓(Pocket)

 ‘나중에 읽고 싶은’ 인터넷의 기사나 
자료가 있는 웹페이지를 스크랩할 수 
있는앱이다.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 
Mac, Web

<메모 습관의 힘> 저자 신정철 씨



2

3534 일류문화 

고수의 비법

출산 및 육아용품을 판매하던 최숙희 영업팀장에게 새로운 꿈

이 생긴 것은 15년 전 일이다. 매달 그를 찾아오던 FP에게 별 뜻 

없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느냐”고 물어봤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

온 숫자는 1,400만 원. 믿기 힘든 숫자였지만 동시에 이루고 싶

은 숫자이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한화생명에서 본 풍경이

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FP들이 조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 한꺼번에 사무실을 나서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일종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아줌

마 파워’를 보았기 때문이죠.”

목표는 멀었지만 확실했다. 처음 자신을 유혹했던 ‘월급 1,400

만 원’을 해보기 전엔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열정은 마르

지 않고 샘솟았다. 처음의 목표는 4-5년 만에 거뜬히 이루어 냈

지만 계속해서 목표를 새롭게 하고 자신을 단련했다. 그리고 

어느샌가 부산지역본부에서 톱 클래스의 실적을 자랑하는 베

테랑으로 이름을 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교과서에 충

실’이라고 대답한다. 종종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최숙희 팀장은 원리와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일

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처음 영업을 시

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원칙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줏대 없이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영업의 원칙은 회사의 교육 내용 속

에 다 있다는 뜻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종용하기보다

는 늦게까지 남아 회사에 있는 자료를 모두 꼼꼼히 보기 시작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였다. 

“미래를 보장하는 특징 때문에 생명보험은 기존 계약자가 다

른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보험을 찾

으시는 거죠. 그 점에 착안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한 통 한 통 드

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

의 영업을 시작했다. 그때 인연을 맺은 고객 중에서는 큰 자산

가가 되어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최숙희 팀장

이 재무 관리 전문가로서 그들 곁을 든든히 지킨 덕분이다. 

고객과 자신의 팀원이 점점 늘어나고 할 일도 더욱 많아졌지만 

그는 언제나 ‘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입장에 서

서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가 10년이 넘도록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고객

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FP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월급을 얼마 더 받기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발판

이 생기는 거니까요.”

고객의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신 또한 더 다양한 지식과 시장

에 대해 고민을 해야 했다는 최숙희 팀장. CEO를 비롯한 VIP 마

케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할 때 그 해답 또한 회사에

서 찾았다. “FA(Financial Advisory)센터의 세미나와 교육에

서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고객이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

과 전문성을 갖춘 FP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고

객들의 클래스에 걸맞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

죠. 그리고 회사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큰 성과를 거두며 달려왔지만 최숙희 팀장은 지난 시간은 자

신에게 ‘워밍업’이었다고 말한다. “이제야 보험의 매력과 가능

성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정말 승부는 지금부

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생명’ 시절부터 에이스를 달성하셨던 

내로라하는 선배들이 70대가 된 지금까지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힘차게 살고 싶어요. ‘정년’이 없는 전문적인 직장이 

있다는 점은 정말 꿈 같은 일이랍니다.”

지칠 줄 모르는 최숙희 팀장의 심장에는 멈추지 않는 엔진이 

장착돼 있는 듯하다. 물론 그 엔진의 연료 또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메가톤급이다. 그 연료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바로 ‘열정’이다.

한화생명 최숙희 영업팀장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자신의 목 상태부터 점검한다. 
안 좋은 일이 있어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그녀의 일과 생활의 
끝에는 언제나 고객이 함께한다.

고수의 비법 1. 

회사는 답을 안다

영업의 비밀, 고객을 

상대하는 매너, 잠재 고객의 

정보 등 실적을 위한 모든 

정보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 회사의 정보를 적극 

이용하라.

고수의 비법 2. 

정도를 지켜라

FP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때 고객은 곁을 

떠나게 되어 있다. 고객의 

니즈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그 고객은 또 다른 고객을 

선사한다.

고수의 비법 3. 

진심을 다하라

고객은 스마트하고 예민하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만 섭섭함을 느껴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변화를 

감지하라.

고수의 비법 4. 

보험의 본질을 상기하라

고객의 니즈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하는 

데 집중하라. 보장, 저축, 

절세 등 보험이 가진 

기능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제시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판타크리에이션

메가톤급 열정 엔진,
부산을 호령하다

정도를 지켜라

1
회사는 
          답을 안다

한화생명 
신부산지역단

동성지점

최숙희 영업팀장

4
보험의 본질을 
               상기하라

3
진심을 다하라



3736 일류문화

아빠가 쏜다

누나가 된 걸 
축하해!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사랑하는 아빠 딸 
민서에게

민서야 안녕! 아빠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오늘 아빠는 민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작은 파티를 

해주려고 이렇게 왔단다.

2011년 8월 31일... 

세상 모든 환희와 경외가 내 것과도 같았던 날!

우리 민서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지!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구나. 우리 

민서가 아빠 엄마에게 와 주었을 때 아빠는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기뻤단다. 우리 민서로 인한 기쁨과 행복은 

달리 형언할 길이 없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야. 지금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우리 민서야! 

6살이 되어 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지켜야 할 약속도 많아졌고, 

동생도 생겨서 많이 힘들지? 하지만 묵묵히 잘 해나가는 

민서를 보니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민서야! 아빠가 요즘 이룸이 태어나기 전보다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민서가 ‘6살 누나’라고 하면서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이룸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민서가 쑥쑥 커가는 걸 보면 의젓해 보이고 대견하면서 

한편으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 예뻐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만큼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구나! 

우리 날씨 따뜻해지면 다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가자!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기로 

약속해.

우리 민서 앞으로 쑥쑥 자라서 지금 받았던 많은 사랑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할게.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고맙고, 날 아빠로 

만들어주고 불러주어 또 고마워.

세상에서 민서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고승현 과장 
+ 샛별유치원 샘물반 고민서

여섯 살 꼬마 숙녀에게 누나라는 
이름은 버거울 때가 있다. 
언제나 나만의 것일 줄 알았던 아빠의 품을, 
엄마의 사랑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충격과 서운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나 민서는 씩씩하게 그 변화를 
이겨내고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해
오늘은 아빠가 민서만을 위한 시간을 냈다.

아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광경만큼 엄마와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많이 먹으렴. 

아빠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동생이 태어나 사랑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니? 아니란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두 배가 된 것일 뿐.

한참을 꼬물꼬물해야 겨우 작은 하트가 잡히는 
고사리손. 다 자란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어리구나 실감하는 순간.

집에서는 동생과,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나름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배워 가는 우리 민서. 
대견하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치원에서의 가족사진. 
민서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날.

오늘은 민서만을 위해

2016년 1월 22일 

샛별유치원 샘물반에서....

어때요, 우리 가족

고사리 하트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사이 좋게 지내렴



그룹 신임 임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웃사랑 실천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한파가 몰아친 1월. 소외된 이웃의 겨울은 
더욱 춥기만 하다. 이런 이들을 위해 올해 신임 
임원으로 승진한 40명의 한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배, 장판 교체 작업과 단열 작업 등 
소외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신임 임원으로 
첫발을 떼는 현장에 함께했다.

연일 ‘북극 한파’가 몰아쳐 꽁꽁 얼어붙은 날씨 속에 올해 

신임 임원으로 승진한 40명의 한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도우며 신임 임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연말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한화그룹 서울지역 신임 

임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소외계층 가정을 찾았다. 

모자가정 및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 방한용품과 쌀 등을 

전달하고,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배 ·장판 교체작업과 

단열 작업을 도우며 온정을 나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박종국 상무는 “추운 날씨에 소외 

이웃들을 찾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끼며, 모든 일에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해외 및 지방 사업장 

신임 임원 30여 명도 해당 사업장의 특색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 신임 임원 

봉사활동은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김승연 회장의 ‘함께 멀리’ 사회공헌 철학을 구현하는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한편, 그룹은 신임 임원 봉사활동 외에도 고졸 및 대졸 

신입사원들의 첫 번째 직장생활도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립기념일 즈음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

3938 일류문화

출발 한화봉사단



어스름한 도시는 모두 엇비슷한 얼굴을 하고 오가는 이들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사람들 또한 자신이 완성하는 거리의 풍경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삶과 일의 터전을

건조히 오고 가는 날들, 파인더에 찍히는 공기조차 

마르고 매섭게 차가운 날이면 무심히 마포구의 어느 골목을 

걸어보기 바랍니다. 골목 사이사이에 자리한 열정과 꿈의 흔적이 

제법 심장을 따끔따끔하게 만들 겁니다.

풍류의 객客

마포에 머물다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이호승 판타크리에이션

4140 일류문화

청춘기행



1980년대 대학생들이 문학과 음악, 대중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던 시절에도 홍대 앞은 평범한 주택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정집의 주차장을 개조해 작업실로 

사용하던 미대생들이 이곳의 독특한 불빛을 완성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바뀐 홍대 앞의 풍경. 

‘환락’으로 대변되는 그 풍경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대 앞’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에 30년간 이어져 오던 제과점은 

좁은 골목으로 밀려나고, 고요하던 학교 앞은 

백화점처럼 불을 밝혔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약속과 꿈과 

열망과 재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오래고 뭉근하게 골목마다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골목,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1.
여전히 이곳 골목 사이에는 주택가가 남아 있고, 
‘피카소’를 꿈 꾸었던 젊음들이 완성한 풍경이 
존재한다.
2.
학교 정문 앞의 풍경은 달라졌으나 이곳은 추위를 
잊은 나들이객들에게 또 다른 훈기를 제공한다.
3.
1979년 설립 이후 30년간 큰길가에서 사람들의 
약속과 만남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제과점은 한산한 
골목길로 옮겨져야 했다. 피할 수 없는 도시의 숙명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골목 어귀에서 고소한 빵을 
만들어 내고 있다.

4. 5.
홍대 앞 인디밴드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정확한 집계가 없어 
누군가는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1,000개쯤이 된다고 
말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들도 
마찬가지다.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열정이 오늘 이 거리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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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홍대의 큰 거리가 크고 굵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면 
주변의 상수·망원 ·연희동은 오래도록 고요히 타는 잔불의 
향연과도 같다.
3. 4.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음악과 미술, 문학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는 골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5. 6.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평범한 주택가였던 망원동은 
새로운 열정들로 그 활기를 더한다.

 * 촬영에 협조해주신 홍대 수제 은세공 갤러리 ‘HOYA’, 
상수동 갤러리 카페 ‘그 문화 다방’, 망원시장 ‘청춘마트’, 
중식이 밴드의 정중식 씨와 ‘싱싱참치’의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의 청춘들은 좁고 평범하며 아무도 찾지 않던 

골목의 풍경들을 제각각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갤러리 카페에서는 공 들여 고른 좋은 그림을 

커피 한 잔 값에 오래도록 즐길 수 있고, 

귀가 확 트이게 신나는 노래들을 거리 아무 곳에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영감을 한땀 한땀 새겨넣는

젊은 장인과, ‘전 국민이 본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다시 생활로 돌아가 “참치집하는 형 꼬셔서

다시 재미난 거 하고 싶은” 밴드의 리더와 목이 쉬도록

코다리를 파는 ‘청춘마트’의 점원 모두가 제 몫의 체온과

열기로 이 겨울을 녹입니다.

사람, 그 뜨거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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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도, 초심자도 그저 음악에 취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순간.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든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만나는 교감의 순간.
<한화클래식 2016>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봄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다.

그 깊고도 
농밀한 발자취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다

소통의 클래식을 
위하여

2013년 9월. 초가을의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합창계의 거장이자 바흐 해석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헬무트 릴링(Helmuth Rilling)이 한국을 찾았다. 바로크 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Bach-Collegium Stuttgart)’와 함께였다.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원하는 한국의 

마니아들과 세계적인 명성과 실력을 갖춘 연주 단체들의 뜨거운 만남을 위한 그룹의 <한화클래식>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2014년 이탈리아 고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지휘자 리날도 알레산드리니(Rinaldo 

Alessandrini)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Concerto Italiano)’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감동을 

선사했으며 2015년에는 지휘자 케네스 몽고메리(Kenneth Montgomery)가 이끄는 ‘18세기 

오케스트라(The Orchestra of the Eighteenth Century)’가 찾아와 18세기 고전음악의 선율을 

서울·고양·대전에 펼쳐 보였다. 쉽고 편안한 설명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지휘자 및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고음악의 세계는 <한화클래식>의 첫 공연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마니아들을 낳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듯 올해의 <한화클래식>은 예년보다는 조금 이른 3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해 매년 공연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한화클래식>. 올해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마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와 ‘루브르의 음악가들(Les Musiciens du Louvre)’이 

내한한다. 이번 공연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다채롭게 

펼쳐지는 각종 문화 이벤트 중 단연 최고 수준의 연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환상적인 호흡으로 옛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바로크 극장 음악의 대표주자들이기 때문이다. <한화클래식>에서도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시대 

악기로 바로크, 고전 및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들 공연팀은 이번 공연에서 라모(Jean-Philippe Rameau)의 <상상 

교향곡, Une symphonie imaginaire>과 글룩(Christoph Willibald Gluck)의 발레음악 <돈 주앙의 향연, 

Don Juan ou le Festin de Pierre>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모 해석자로 불리는 

민코프스키의 해석과 프랑스 음악의 정수인 ‘춤’을 다룬 발레음악,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낭만주의 레퍼토리 등은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변화무쌍하고 대담하며 

상상력이 충만한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만의 탁월한 음악적 해석은 그 레퍼토리만으로도 충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화클래식>의 매 공연이 지금껏 이토록 주목받은 이유는 ‘공연을 위한 공연’이나 화려함과 대중성만을 

과시하기 위한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애호가들이 꼭 만나보고 싶었지만 내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연주자와 연주단체를 섭외하고,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레퍼토리 선정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이 곁들여지는 등 ‘특별한 감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때문에 마니아와 입문자가 모두 

만족스러운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을 통한 폭 넓은 교감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가오는 봄, 희망의 빛으로 거리에 새로운 채색이 시작될 무렵, 우리는 <한화클래식>의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한화클래식 2016>

올 봄,
클래식으로
상상하라
취재 편집실
사진 <한화클래식> 제공 

<한화클래식 2016>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내한공연

출연

지휘  마크 민코프스키 (Marc Minkowski) 
연주  루브르의 음악가들

일정 및 프로그램 
총 3회 공연 (서울 2회, 대전 1회)

2016. 3. 5(토) 8:00pm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멘델스존 심포니 3번 ‘스코티시’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더 그레이트’

2016. 3. 6(일) 5:00pm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라모 ‘상상 교향곡’
글룩 ‘돈 주앙의 향연’

2016. 3. 8(화) 7:30pm  대전 예술의전당 아트홀
라모 ‘상상 교향곡’
글룩 ‘돈 주앙의 향연’

티켓 예매처

SAC티켓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서울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대전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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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제안
한화호텔&리조트 더 플라자 구내식당 등갈비 김치찜

◆

등갈비로 두둑하게
김치로 구수하게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블링블링 호텔리어들은 뭘 먹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심장부에 위치한 더 플라자. 고품격 부티크 

호텔이자 랜드마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호텔인 만큼 이곳에 

종사하는 호텔리어들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생명이다. 그러나 우아

한 백조도 물 아래에서는 쉼 없이 발을 휘저어야 하는 법. 고객에게 

24시간 멈추지 않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화

인들도 쉴 새 없이 일과를 소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 플라자의 구

내식당 담당자들은 여간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니다. 호텔 업무 특성

상  삼시세끼 이외에 야식까지 하루 네 번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데

다 신선한 샐러드와 후식을 선호하는 여성 호텔리어와 두둑한 ‘밥

심’이 생명인 3-50대의 현장 근무자가 함께하니 그야말로 고민이 

될 수밖에. 그런데 이 상이한 두 입맛을 모두 사로잡는 메뉴가 있으

니 바로 등갈비 김치찜이다.

 

갈빗대의 비밀

돼지는 갈비뼈 14개 중에서 머리 쪽부터 1번-5번까지만 갈빗살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바로 삼겹살이다. 뼈에서 살을 쏙쏙 빼먹는 등

갈비 김치찜은 그 나름의 쫄깃함과 구수함이 살아 있다. 외국에서

는 보통 바비큐용으로 먹지만 한국에서는 역시 뼈에서 우러나오

는 고소한 육수와 감칠맛 나게 익은 신김치의 시큼함이 어우러진 

요리가 가장 인기다. 

집 나갔던 입맛도 이들의 조합 
앞에서는 군말 없이 돌아와야 할
것이다. 뜯고 씹는 맛이 
일품인 등갈비를 구수하고

알싸하게 익은 김치와 함께

쪄내면 다이어트하던 직원들마저

허리띠를 풀고 ‘한 공기 더’를
외칠 수밖에 없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한 
등갈비를 끓는 물에 된장 2T, 후추, 

미향(미림), 월계수잎을 
넣고 살짝 익혀준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를 썰어놓고 
묵은지를 준비해 둔다.

* 양념장 고추장1T, 고춧가루1T, 
미향1T, 설탕1T, 후추, 마늘1T 

냄비에 등갈비를 넣고 그 위에 
묵은지를 올리고 양념장을 넣어 끓여준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20분 정도 중간 불로 조리한다.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다시 한 번 20분 정도 
익혀 마무리한다. 

 * 평소 맛내기 비법이 궁금했던 구내식당 메뉴가 
있다면 레시피 공개를 요청해 보세요. 
각 사업장 영양사들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sabo@hanwha.com)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며 
허약한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 
날씨가 추울 때 특히 인기만점이다.

항균작용과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소화촉진과 감기예방에 도움을 
주며, 노화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한다. 

닭

마늘

부추

허재영 조리실장이 추천하는 
2월의 더 플라자 구내식당 메뉴
2월의 쌀쌀한 날씨를 이기는 데에는 건강에도 좋고 뱃속도 따뜻해 
지는 <닭곰탕과 닭죽> 한 그릇 어떠세요? 좋은 재료로 조리한 음식은 
매서운 추위를 스마트하게 극복해 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허재영 조리실장이 말하는 “셰프의 팁”

* 살짝 데친 등갈비 삶은 물은 버리셔야 불순물과 누린내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 묵은지를 미리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넣어주시면 좀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묵은지가 너무 신맛이 강할 경우, 설탕을 넣어주시면 강한 신맛이 좀 완화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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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명절이면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차례주(酒). 
올해 설에는 1,500년 백제의 
전통과 숨결이 깃든 한산소곡주로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창조적 제안
한산소곡주

◆

우리 땅 첫 술, 첫 숨의
감동을 빚어내다

정리 편집실
사진 한화갤러리아 제공, 김민정 프리랜서

갤러리아 MD가 추천합니다
한산소곡주는 그 유구한 전통과 고집스러운 주조 방식 때문에 다양한 상들을 
휩쓸었습니다. 2004년 한국 전통식품 BEST 5에서 국무총리상(전통주부문 

1위)을 수상하였고 2007년 농식품 가공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2013년 우리술품평회 리큐르부문 최우수상을, 2014년 
세계 3대 셀렉션 중 하나인 몽드셀렉션에서 리큐르부분 금상을, 
영국 IWSC품평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죠. 가족들과 즐기기에도, 소중한 분께 
선사하기에도 아주 그만이랍니다.

한산소곡주는 국내 전통주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

랜 역사를 자랑하는 술로서, 유구한 세월만큼이나 

그 맛도 널리 정평이 나 있는 명작이다. 특유의 향과 

감칠맛으로 한 번 맛을 봤다 하면 일어날 수 없다 하

여 ‘앉은뱅이 술’로도 유명하다. 전국의 많은 전통주

들처럼 일제시대와 각종 규제 조치에 막혀 그 명맥

이 끊길 뻔했으나 충남무형문화재 고(故) 김영신 여

사와 우희열 식품 명인이 이를 전수받아 보존했으

며 현재 우희열 명인과 함께 나장연 대표가 그 전통

을 이어가고 있다.

엄정한 품질 기준으로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로도 

선정되었던 한산소곡주는 찹쌀과 누룩을 주원료

로 들국화, 메주콩, 생강, 홍고추 등 우리 땅 재료만 

사용한다. 한산 건지산 자락의 맑은 지하수만 사용

하는 것도 한산소곡주의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한

다. 염분이 없고 철분이 살짝 가미된 이 물을 고집한 

고(故) 김영신 여사의 뜻이다. 

100일간의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한산소곡주는 

장기발효주답게 특별한 감미나 조미가 없이도 단

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맛이 훌륭하다 보니 씁쓸한 역사도 몇 가지 안

고 있다. 서동요로 유명한 백제무왕 37년 3월에는 

조정 신하들이 현 백마강 고란사 부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관과 함께 소곡주를 마셔 그 흥이 극치

에 달했다 하고, 의자왕 16년 3월에 왕이 음주 탐락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백제가 멸망하여 

한을 달래기 위하여 한산 건지산 주류성에서 백제 

유민들이 소곡주를 빚어 마시고 그 한을 달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흔한 ‘마시고 뻗는’ 술은 아니다. 소곡주는 

술맛뿐만 아니라 청혈해독의 약리작용이 있으며 

말초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운동 중추를 억제하는 

혈압 강화작용이 있어 고혈압 방지에 좋은 것으로

도 알려져 있으니, 명절에 만난 반가운 친지들과 과

하지 않게 즐겨볼 법하다.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다

양한 구성을 만나볼 수 있다.

한산소곡주 1호 
(한산소곡주 700ml, 18%)
감미로운 향과 입에 감기는 맛이 
일품이며 목 넘김이 부드러운 
저도수로 빚어져 가족이 즐기기에도,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1만 8,000원

한산 불소곡주 2호 
(한산소곡주 700ml, 43%)
불소곡주는 18도의 소곡주 생주를 
그대로 증류한 증류주로, 소곡주 
특유의 단맛과 그윽한 향이 그대로 
농축된 귀한 술이다. 3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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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리조트 양평, 
별별(別別) 마켓 오픈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추운 겨울, 
고객들을 위해 한화리조트 양평이 
별별(別別) 마켓을 오픈했다. 리조트 
로비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평에서 
수공예로 유명한 작가 11명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도 가능한 오픈 
마켓이다. 리본아트부터 뜨개, 천연염색, 
나전칠기, 소이캔들, 도자기 등 다양한 
수공예 작품과 수제조청, 누룽지 등 천연 
먹거리도 준비했다. 별별(別別) 마켓은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리며 3월까지 진행한다(단, 2/13, 3/12 
제외).  
문의  031-772-3811 / 
www.hanwharesort.co.kr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강릉 버스투어 프로그램 오픈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웰니스 사업단과 연계하여 
평창, 강릉 유명 관광지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헬스테인먼트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 
요양과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와 레저, 
체험 등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상품이다. 코스는 세 가지로 

2월 주말에 운영되며 설 연휴는 제외다. 
참가비는 1만 원으로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이며, 선택한 코스의 관광지 
입장과 허브티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각 날짜별 코스 운영 스케줄을 알아볼 수 
있다.
문의  033-330-9687 / 
www.hanwharesort.co.kr

한화생명,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 도서 발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긍정적인 
은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불안한 
노후,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라는 
제목의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 및 
연구원 9명이 집필했으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내놓은 다섯 
번째 은퇴 관련 도서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다이닝 패키지를 통해서는 
바디관리와 페이셜 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더벨 터치’ 프로그램(60분)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호텔에서 즐기는 완벽한 휴식 ‘힐링 포 
유’ 다이닝 패키지는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통해서만 한정 판매하며, 
가격은 18만 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무라사키 02-310-7100, 
더벨스파 더 플라자 02-310-7800
온라인 판매처
http://housing.interpark.com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교토 오반자이는 일본 교토에서 귀한 
손님에게 가정에서 대접하는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로, 담백하고 정갈하며,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 특급호텔 일식당으로는 더 
플라자가 첫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호텔 별관 15층에 위치한 
‘더벨스파 더 플라자’는 한국 고유의 약손 
테라피를 포함한 다양한 스파 상품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 상담을 통해 각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스파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 플라자, 
힐링 포 유(Healing for you) 
다이닝 패키지 

럭셔리 부티크 호텔 더 플라자는 추위에 
지친 고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줄 ‘힐링 포 유(Healing for you)’ 
다이닝 패키지를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호텔에서 즐기는 완벽한 
휴식’을 부제로 여성 고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일식당 무라사키의 
‘교토 오반자이(Kyoto Obanzai)’와 
‘더벨스파 더 플라자’의 맞춤형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한번에 즐길 

탐나는 제안
한화의 신상품과 이벤트

◆

이 추위 또한
지나가리라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사 제공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혹한의 1월을 보내고
긴 연휴와 함께 
겨울의 마지막 자락을 
보내는 2월.
겨울이기에 더 특별한
한화의 따끈따끈한 
이벤트가 가득하다.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은퇴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기 위한 102가지 지혜를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고 있다.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대중가요는 물론 
구전설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에서 노후 준비의 지혜를 찾아 
재미있고 읽기 편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준비된 노후, 도전하는 
뉴시니어, 멋지게 나이 드는 법, 
가족과 함께하는 은퇴설계, 은퇴 후 

30년 시나리오,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까지 막연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노후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한다. 

<불안한 노후,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신상품 무배당 
‘신의(信義)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암, 뇌, 심장 등 

3대 질병에 대해 진단 시에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건강하면 낸 보험료 전액을 무사고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무배당 
신의(信義)건강보험’을 1월 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가입고객이 발병 시 
신용(信)의 정신으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고 무사고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의리(義)있게 환급해 드린다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다. 
문의 1566-8000

한화투자증권,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한화투자증권은 ‘한화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출시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컴(Income)형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투자성과의 변동성을 
낮추면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생애주기, 재무목적, 투자성향에 맞게 
분배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과 
협업으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852-1234



현재 천진에 거주한 지 벌써 1년이 조금 지난 한화손해보험 소속 황인욱입

니다. 현재 제가 속한 천진 TFT는 한화그룹의 자산운용 조인트 벤처 설립 비

즈니스를 위해,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보험, S&C 등 각기 다

른 소속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팀입니다. 한화그룹의 금융네트

워크 시너지가 발휘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은 육·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

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대규모 경제 계획을 주도, IMF-SDR 위

안화 편입을 통하며 국제적 입지를 높이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중심에 대항

하며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

미, 화웨이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현존하

는 상위 기업들을 위협하며 해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값싼 노동력만이 유일한 강점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제조업 중심 

중국이 이제는 대소비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

에 발맞추어 서비스 중심의 발전 기류에 올라타 한화그룹의 중국 내 입지를 

높이고 함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리포트

에서는 현재 중국 내 핫이슈와 알아두면 좋은 중국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공

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핀테크, IT의 선두주자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뛴 중국 금융결제시장

아직까지 중국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에 오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 은련카드를 만들어 오지만 이 또한 사용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상머니 결제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발

전되어 전통적 지불수단이던 현금·카드의 수요가 크게 줄었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콰이띠따처와 합병한 띠띠따처 등 가상머니를 이용한 핀테크 시

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택시 

등보다 2-3년 전에 먼저 등장했고 이미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매매 또한 

모바일 핀테크를 통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내릴 때 클

릭, 음식점에서 식사 후 클릭, 원하는 투자상품을 고르고 클릭, 중국에서는 

생활 전반적인 것들이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규제와 IT보안성에 대한 큰 우려로 핀테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핀테크 발전 속도를 보면 점점 더 큰 핀테크 

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의문자 중국어
중국어는 절제된 단어와 함축이 많은 언어입니다. 중국어의 모든 문장은 

비유가 기본이고, 대구, 대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산수, 어휘력, 상상력

을 바탕으로 엄청난 사고와 논리가 훈련되어야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시진핑의 신년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5년 

신년사에서 “친구모둠을 점점 아주 많이 만들어 중국의 목소리를 듣게 하

고 중국의 방안 보기를 기대하게 하며 국제사회에서 결석하지 않는다”라

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외교를 

통해 높이겠다는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 

절제된 단어 속에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아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자성

어 및 중국 관용어구를 숙지하고 익히는 것이 중국 테이블에서는 필수적

입니다. 

우리나라의 건배와 중국의 깐뻬이(干杯)?
우리나라에서 잔을 부딪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배를 중국에서도 똑같

이 말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건배라고 하지만 그 뜻은 

‘잔을 말리다’라는 뜻으로 무조건 잔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중국 비즈니스 자

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량주(바이주, 白酒)를 마시는데, 자리가 길어질수록 

더 큰 잔에 먹게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건배를 외치면 큰 잔으로 독한 술 한 

잔을 다 마셔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건배를 제안했을 때

는 다 마시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중국의 술 예절은 술잔을 돌리지 않으며 

잔을 비운 후 잔을 비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술자리 건

배사에서는 평상시 절제된 단어로 구성된 어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 기업 고위급 관료와의 동석 시 중국 역사에 관련된 담화가 주를 이

룬다고 하니 깊은 역사 공부도 필요합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상징 ‘따마(아줌마)’를 
아십니까?

중국은 사계절 어느 곳을 지나가건 40-60대 아주머니들이 무리 지어 함께 

광장무를 추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들을 ‘따마’라고 부

르는데, 2013년 골드바를 싹쓸이하여 국제 금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이

후 유명해졌습니다. ‘따마’는 당시 금값 하루 최대 상승 폭을 일으킨 주역이

며 세계 연 생산량의 10%인 300톤을 10일간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아주머

니들이 배추 사듯 킬로그램 단위로 구매하여 황금 선물이 2.7% 상승하였습

니다. 그 이후 이러한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와 중국 주식시장

에서 하나의 변수로 탄생하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고 묻지마

식 투자로 시장을 흔들어 놓으니 주식 애널리스트가 시장 분석조차 하기 힘

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권 기사에서 ‘따마’의 사진이 자주 사용

되는데, 상승장 관련 기사에는 웃는 얼굴의 ‘따마’ 사진이, 하락장 기사에는 

슬퍼하는 ‘따마’의 사진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서 주식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다고 볼 수 있는 핫이슈입니다. 지난 여름 

중국 증시 폭락, 올해 초 연이은 대폭락을 경험 중인 중국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심리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

직까지 중국에 대해 비하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제는 그러한 후진적인 생각을 버리고 왜 매일같이 뉴스에 중국 시진핑 주석

이 나오는지, 왜 요우커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
그 가깝고도
먼 대륙 

2016. 02

2016년 <한화·한화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화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계의 산업과 생활 트렌드를 
세밀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취재 GTP 5기 황인욱 사원 한화손해보험

GTP는 Global Talent Program의 약자로,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그룹의 차기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우수 신입사원을 해외 법인 및 지사에 파견하여 
실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중심부인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라크 등에서 진행된다. 

China

위챗의 홍바오를 통한 
다양한 핀테크 이용(송금, 
금융투자, 공과금 납부 등)

중국에서는 술잔은 비우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빈잔을 보여주는 것이 예의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변했을까?
중국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GTP 특파원들이 중국의

가장 핫한 트렌드와 생활 습관

이모저모를 훑어봤다.

‘따마(아줌마)’들과 함께 광장무

555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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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해리 사원 한화첨단소재 회계팀
사진

김규년 사원 한화첨단소재 미래기술연구센터

오른쪽 위부터 G 모양으로 이선재 부장, 박주연 대리, 정해리 사원, 정문미 차장, 
장우형 대리, 강미니 사원, 김규년 사원, 조하나 과장

북경의 전통적인 상징인 자금성과, 현대의 상징인 스모그가 함께한 풍경

고북수진과 만리장성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사마대장성

지난 2015년 11월에 개최된 제2회 한화 WITH (Women In Tomorrow Hanwha) 컨퍼런스

5756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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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2015년 11월
그룹 임직원의 균형 잡힌 성장과 일·가정 양립지원 활성화, 여성리더 육성, 

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지난 2015년 11월에 개최된 제2회 

한화 WITH(Women In Tomorrow Hanwha) 컨퍼런스. 총 24개 계열

사, 227명의 참가자들이 34개 팀으로 나뉘어 선진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

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컨퍼런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행사였

다. 한화첨단소재에서도 이선재 부장을 멘토로 한 7명이 팀을 이루어 다양

한 의견을 개진하며 행사에 참가했다. 초가을부터 시작되어 6주간 이루어

진 멘토링의 뜨거운 열기로 계절이 가는 줄도 몰랐던 우리 팀원들. 치열한 예

선을 거쳐 본선 진출 15개 팀에 선정되었을 때도 뛸 듯이 기뻤는데, 제안발

표회를 거쳐 ‘도전상’을 거머쥐었을 때는 그간의 고민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

이었다. 그런데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중국 북경 포상 연수!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난 12월 4박 5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행운의 여신은 아직 여기에
기쁘고 들뜬 마음도 잠시, 출국 전 들려온 스모그 경보 소식에 팀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팀원들은 각자 10개의 마스크를 챙기

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북경으로 떠났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덕분일

까? 아니면 행운의 여신이 아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일까?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다는 베이징의 파란 하늘을 연수기간 5일 중 3일이나 보고 돌

아왔으니 말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북경에서 두 

시간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북수진(古北水鎭)’이라는 민속마을이다. 

Hanwha Report 고북수진은 2014년 10월에 개장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로 떠오

르고 있는데, 고풍스러운 옛날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

다. 특히 전통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서울 삼청동 분위기의 카페들도 있다.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만리

장성 중 가장 험준하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사마대장성’이 마을을 감싸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북수진을 둘러보고 사마대장성 입구에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칼바람 때문에 케이블카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

다. 그 덕분에 북경 시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푸른 호수와 조각난 듯한 

산세를 직접 도보하며 관람할 수 있었다.

한화인이어서 좋아요
연수 일정 중에는 한화차이나와 한화첨단소재 북경법인을 방문하는 시

간도 가졌다. 법인장님 이하 주재원 선배님들의 성대한 환영 속에서, 그룹 

중국 사업 현황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받았다. 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과, 그곳에서 함께 발전하는 그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주재원 분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해외 여성 주재원에 대한 얘기

가 나왔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

민이었기에 ‘제3회 WITH 컨퍼런스’의 주제가 벌써 내정되기도 했다는 건 

우리만의 비밀! 

멘토링을 했던 6주 내내 우리는 한화, 여성,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는데, 그 열기는 북경에서도 이어졌다. 매일 일정이 끝나면 밤마

다 ‘수다방(?)’을 열고 ‘WITH 컨퍼런스’ 후 일상과 회사의 변화에 대해 끊임

없이 얘기를 나눴다. 무엇보다 그룹의 큰 변화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

했다. ‘WITH 컨퍼런스’ 1, 2회를 거치며 기업문화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는 것이 모두의 의견. 특히 모든 계열사가 참여한 2015년의 컨퍼런스로 인

사팀 외에도 다양한 남녀 임직원이 유연한 제도와 문화에 관해 관심을 가

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우리는 이렇게 4박 5일간 중국의 중심, 북경 포상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세상

을 경험하며 201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

만 그만큼 알차고 밀도 있게 중국의 문화유산과 생활상을 체험하고 돌아온 

시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화인의 자랑스러운 모습 속에서 더 알찬 기업

문화를 향한 고민을 공유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첨단소재는 늘 그룹

의 선진적인 문화 구축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WITH 컨퍼런스 우수팀 북경 연수기

 “니하오, 베이징”
1등 한화인들이
왔다

그룹 모든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고른 성장을 거듭하고

1등 한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눈 WITH 컨퍼런스. 
이곳에서 6주간의 멘토링 끝에

가장 멋진 의견을 개진한
한화첨단소재팀이 ‘도전상’을

거머쥔 후 중국 북경으로 포상 연수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의 뜨거웠던 열기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

WITH 컨퍼런스. 한화첨단소재팀은

우수한 혁신 제안으로 

중국 북경에서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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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대표 최광호) 12월 28일 갤러리아면세점 

63 리모델링 완공

한화건설 1월 21일 서산동문 꿈에그린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한화건설 1월 22일 88올림픽 고속도로 중 

담양-성산구간 4차로 확장 개통

토목환경사업본부(본부장 정인철) 1월 9일 본사 및 

현장 임직원 검단산에서 경영목표 달성기원 및 안전결의

건축사업본부(본부장 김효진) 1월 15일 본사 및 

현장 임직원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현장소장회의’ 진행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 1월 18일 해외 우수 

R&D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범위 확대를 위한 

‘2016 한화 신진 교수상’ 시상식 개최 

한화첨단소재 1월 18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15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한화첨단소재 1월 20-22일 전 사업장 대상 하반기 

경영설명회 개최 

2025년 매출 3조 달성의 의지를 다지며 ‘장교산 

산행 결의대회’ 개최

한화탈레스 1월 12일, 15일 서울, 용인, 

구미사업장에서 ‘경영설명회’ 실시 

한화탈레스 1월 25일-29일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용인, 구미사업장  ‘입문교육’ 

실시

용인연구소(연구개발본부장 최진혁) 1월 21일 

L-SAM 다기능레이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방사청, 국과연 등 주요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착수회의’ 진행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 1월 7일 2016년 신규 

비전 및 행동 원칙 발표, 중장기 비전 소개 등이 

포함된 ‘비전 선포식’ 진행 

한화케미칼 1월25일 작년 한 해 회사 발전에 

기여가 큰 직원 표창하는 비전상, 

기술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팀을 표창하는 혁신상에 대한 

시상식 진행 

여수공장(공장장 김평득) 12월 22일 무재해 

사업장을 위한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여수공장 1월 9일 임직원, 가족, 협력업체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멀리 동반성장 

신년 산행’ 실시 

폴리실리콘공장(공장장 조병남) 1월 9일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신년맞이 산행 실시

한화종합화학(대표 임종훈) 1월 21일 그룹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지원담당 임원이 사업장별 사원-과장급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소통 간담회 ‘소통라떼’ 진행

울산공장(공장장 오성훈) 1월 12일, 14일 

사원-과장급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 ‘소통라떼’ 

진행

대산공장(공장장 김승수) 1월 22일 기능마이스터 

6호로 선정된 대산공무팀 김광연 기장 인증수여식 

진행

한화토탈(대표 김희철) 12월 29일 대산공장 

도헌정 회관 2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현판식’ 진행  

한화토탈 1월 5일 전사운영혁신활동 TOP 2차 

활동 시작

H-TOP 목표설정 보고회 진행

기계/창원 1월 21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체계구축을 위한 ‘2016년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기계/아산1(사업장장 이은광) 12월 21일-1월 15일 

현장체험 실무교육 제공 및 창의적, 

실용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학생 대상 ‘2015년 창조다산링크사업단 동계 

현장실습’ 실시

기계/아산1 1월 12일 항공사업부 임직원 대상 

안전환경 목표수립 설명회 실시

한화테크윈(대표 김철교, 신현우) 1월 4일 

그룹 방산3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시무식’ 진행

한화테크윈 1월 8일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발대식’ 개최

한화테크윈 1월 20일 ‘미쯔이세이키社 

기술교류회’ 실시

창원2사업장(사업장장 배춘렬) 12월 28일 

‘비전 달성 워크숍 및 비전 설명회’ 개최

창원2사업장 12월 29일 ‘2015 다문화가정 

초청 송년회’ 실시

창원3사업장(사업장장 신중교) 1월 6일 창원 

사파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진행

한화탈레스(대표 장시권) 1월 4일 그룹 방산3사인 

㈜한화, 한화테크윈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2016년 ‘애국시무식’ 진행

한화탈레스 1월 9일 2016 경영목표 달성과 

방산부문(대표 이태종) 1월 4일 방산3사 

‘애국시무식’ 진행 

방산부문 1월 5-14일 하반기 신입사원 

방산입문과정 진행

방산/여수(사업장장 박종완) 12월 30일 

‘2016년 SHEC 경영계획 설명회’ 개최해 

Safety-share(LD50, LC50 등), 보완점 점검, 

위험인식체크리스트, 정비 전 안전점검(After 

Shut Down) 등 자유로운 토의방식으로 

2016년 SHEC 경영방침 방향에 대하여 공유

기회 마련 

방산/여수 12월 30일 법정선임 자격증 취득자 축하 

포상

방산/여수 1월 4일 2016년 무재해와 경영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신년 안전기원제 실시 

방산/여수 1월 18일 2016년 여수사업장 

경영설명회 개최

방산/여수 1월 18일 김종빈 前 검찰총장을 

초청하여 ‘기업의 안전과 윤리, 법규 준수’를 주제로 

교양강좌 실시

방산/대전(사업장장 박선규) 1월 5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방산/대전 1월 26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도 

방문 

무역부문(대표 박재홍) 1월 11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의 머니 파트너: 옆집의 CEO들>

 본사 방문. 데프콘, 이재룡, 황재근 등 출연 연예인 

임직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세일즈 

진행 촬영

무역부문 1월 22일 귀임 중국 및 홍콩 주재원들이 

현지 문화 및 비즈니스 에티켓 등 주재 경험을 

임직원 대상으로 전파하는 ‘GBE Talk’ 개최 

기계부문(대표 김연철) 1월 5-15일 2015년 하반기 

대졸 신입 사내입문과정 실시

기계부문 1월 21일 2015년 중앙보안감사 우수업체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

기계/창원(사업장장 박성배) 1월 14일 2차 H-TOP 

전사 원가절감 및 핵심 관리지표 실적 보고, 3차 

Manufacturing & Construction

한화종합화학 임직원 대상 소통 간담회 진행

한화토탈 전사운영혁신활동 TOP 2차 활동 시작

㈜한화,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한화건설 담양-성산구간 4차로 확장 개통

한화첨단소재 ‘2016 한화 신진 교수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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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진주점(점장 성용희) 1월 18일 진주소방서 

응급구조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 진행

한화에스테이트(대표 이율국) 1월 4일 

에스엔에스에이스에서 한화에스테이트로 

사명변경과 함께 임직원들에게 비전 ‘밸류 체인 

넘버원’을 알리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기업의 

최고가 되고자 ‘비전 선포식’ 실시

 

한화S&C(대표 김용욱) 1월 15일 대표이사와 

G상생 협력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비즈니스 발굴 및 해외 진출 추진을 위한 ‘G상생 

신년 간담회’ 개최 

한화S&C 1월 16일 북한산 둘레길에서 대표이사, 

신규 편입한 H4 인력, 2015년도 상·하반기 

신입사원 등 임직원 140여 명이 ‘신년 목표달성 

산행’ 진행

한화S&C 1월 25일 서울대학교 국제 IT 

정책과정(ITPP)-국제 에너지 정책과정(IEPP)과 

‘해외사업 공동 발굴을 위한 MOU’ 체결

한화S&C 1월 26일 가평 한화인재경영원에서 

대표이사, 임원·팀장 참석한 가운데 회사 

중장기전략을 공유하는 ‘전사 경영설명회 및 

조직문화 워크숍’ 개최 

한화B&B(대표 박종엽) 1월 21일 브랜드 론칭 

10주년 기념 임직원 대상 ‘스페셜 마일리지’ 이벤트 

진행 

한화역사(대표 한권태) 1월 15일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개시

한화역사12월 30일 서울역사 식음업장 입점업체 

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북일학원(재단 사무국장 이경재 사장) 1월 21일 

북일학원 교정에서 ‘종합관 및 체육관 증축공사 

안전기원제’ 실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개최

리조트부문(대표 문석) 1월 4일 본사 전임직원 

‘신년 하례식’ 진행

리조트부문 1월 15일 우수모니터 초청 

‘고객말씀경청회’ 시행

리조트부문 1월 19일 ‘2016년 레저플래너 

플래티넘클럽 인증식’ 개최

리조트부문 1월 19-20일 4기 사내강사양성과정 

3단계 및 수료식 진행

춘천사업본부(본부장 이지성) 제이드가든이 

3월까지 방영되는 KBS2 월화드라마 <무림학교> 

촬영지로 선정, 드라마 촬영 진행

호텔부문(대표 김영철) 1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직접 ‘Welcome to THE 

PLAZA Seoul, Autograph Collection’

알파벳을 풍선으로 표현한 ‘글자 세레모니’ 진행

갤러리아면세점 63(사업본부장 한성호) 1월 22일 

중국 최고 파워 크리에이터 20명을 초청하여 63아트 

전망대 및 면세점 투어를 통한 소개자료 촬영 진행 

타임월드(점장 박정훈)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강당에서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화재피해로 주택과 가재도구가 전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당동 이재민 2세대에게 생필품 

구호세트 지원금 전달 

한화손해보험 1월 22일 더 플라자 메이플룸에서 

2016 지원직 신입사원 31명에게 사령장 수여

한화손해보험 1월 23일 임원진 45명이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이란 슬로건 아래 청계산 

이수봉에 오르는 혁신산행 행사 진행

한화자산운용용(대표 강신우) 12월 31일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네 번째 결연환자에게 수술비 

전달

한화투자증권(대표 주진형) 1월 4일 본사 2층 

도전실에서 임원 및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무식’ 개최

한화투자증권 1월 13일, 27일 본사 1층 ‘다담’에서 

임직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화물고기공원 

문화학교’ 진행

한화투자증권 1월 20일 둔산지점 세미나실에서 

‘중국본토 시황 설명회’ 진행

한화투자증권 1월 21일 공주지점 세미나실에서 

‘2016년 주식시황 전망’ 고객 세미나 진행

한화투자증권 1월 2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한화도시개발(대표 최광호) 1월 15일 수원사무소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설명회’ 실시

한화도시개발 1월 19일 수원사무소 대표이사실에서 

신입사원 입사식 실시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2월 14일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제1회 

대학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한화생명 1월 한 달 동안 추운 날씨에도 고객을 

위해 발로 뛰는 FP들을 격려하고 자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아 함께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로 

‘찾아가는 사랑카페’ 운영

한화생명 1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 시상식에서 ‘H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장상’ 수상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1월 15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임원 및 부서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손해보험 1월 21일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제조/건설 네트워크> (주)한화 커뮤니케이션팀 박지수 02-
729-1708 | 여수 운영팀 이슬비 061-640-1213 | 대전 운영팀

김혜정 042-829-2451 | 보은1(화약) 운영팀 김지선 043-540-
0155 | 보은2(방산) 운영팀 우민희 043-540-0577 | 구미 운영팀
곽보라 054-467-8515 | 종합연구소 운영팀 변희진 042-829-2618
| (주) 한화 무역부문 경영기획팀 정현오 02-729-3708 |(주)한화 
기계부문 경영기획팀 정민주 02-317-5315 | 창원 운영팀 김성훈 
055-210-6303 | 아산1사업장 인사파트 전현정 041-538-7565 
| 아산2사업장 지원과 박종일 대리 041-538-4803 | 한화테크윈

커뮤니케이션팀 손청진 02-729-2870 | 판교R&D센터 김주영 사원 
070-7147-7193 | 창원사업장2사업장 HR팀 김보미 대리 055-
260-2003 | 한화탈레스 커뮤니케이션팀 전인애 주임 02-729-2142 | 
판교 원가관리그룹 고해정 대리 031-628-7003 | 용인 연구지원팀 
정윤경 대리 031-8020-7014 | 구미 Product Eng.1팀 최중규 
선임 054-460-8769 | 한화케미칼 브랜드 전략팀 문성민 02-
729-1128 | 여수 대외협력팀 황명상 차장 061-688-1030 | 울산 
총무지원팀 이현주 052-279-2108 |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 
오진선 042-865-6488 | 폴리실리콘공장 인사/총무 허민주 061-
690-5700 | 한화종합화학 인사팀 김지연 과장 02-2255-0325 | 
울산 인사지원팀 박건희 주임 052-278-6327 | 대산 지원팀 
조동균 주임 041-660-8474 | 한화토탈 커뮤니케이션팀 
변재찬 02-3415-9345 | 대산공장 총무팀 이준혁 041-660-6241 | 
한화화인케미칼 지원팀 정호룡 061-688-4841 | 한화건설 
홍보팀 장민수 과장 02-2055-5302 | 한화큐셀코리아 전략금융팀 
안지애 대리 02-729-4179 | 한화첨단소재 경영혁신팀 허태호 
과장 044-279-8836 | 음성사업장 환경안전팀 최현지 043-880-
2037 | 한화컴파운드 인사/총무군 심창현 02-3014-0535 | 
한화에너지 대외협력팀 이미령 02-729-4099 | 한화도시개발 
사업기획팀 김창현 대리 031-8014-7064 | 김해테크노밸리 
마케팅팀 가순석 055-320-5725 <금융 네트워크> 한화생명 
홍보팀 이주연 과장 02-789-8087 | 한화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 
파트 김준연 과장 02-316-8213 | 한화자산운용 박종우 과장 
02-6950-0248 | 한화투자증권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파트 
박현주 02-3772-7493 | 한화저축은행 전략기획팀 이채은 032-
666-2337<서비스/레저 네트워크> 한화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김보윤 02-789-5076 | 설악 쏘라노 지원팀 
최지언 033-630-5613 | 용인 베잔송 지원팀 김영현 031-332-
1122(731) | 양평 영업팀 김민지 031-772-3811 | 백암온천 지원팀
김소이 054-787-7001(154) | 지리산 지원팀 양진근 대리 061-
782-2171 | 경주 지원팀 권민석 054-777-8325 | 산정호수 안시
지원팀 이희승 계장 031-540-9734 | 대천 파로스 지원팀 박영주

041-930-8508 | 해운대 티볼리 지원팀 신지현 051-749-5300
| 제주 지원팀 문경훈 대리 064-786-1104 | 휘닉스파크 지원팀
최윤종 033-330-9662 | 제이드가든 노회은 대리 055-791-
1012 | 더 플라자 호텔마케팅팀 황빛나 02-310-7797 | FC 기획팀
김지연 02-2174-6018 | 여수AQ 운영팀 유아름 061-660-1122
| 제주AQ 운영팀 백건우 064-780-0952 | 한화갤러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이승준 대리 02-410-7487 | 면세사업본부 
안정호 과장 02-2136-2493 | 수원점 영업지원팀  남현수 사원 
031-229-7005 | 센터시티 지원팀 장승한 과장 041-715-
7561 | 진주점 지원팀 강호제 과장 055-791-1012 | 타임월드 
홍보P/T 이윤애 042-480-5032 | 한화B&B 경영지원팀 
유재선 대리 02-6209-2109 | 한화63시티 CSR팀 김해현 02-
789-5619 | 한화S&C 경영기획팀 이민경 02-6313-3472 | 
한화역사 지원팀 강정석 02-390-4017 | 한화이글스 홍보팀 
오창석 대리042-630-8245 | 한화인재경영원 운영팀 김안나 대리 
031-589-2851 | 북일학원 국어과 김기선 교사 041-520-8659

Finance Services & Leisure 2016 한화·한화인 주재기자

북일학원 ‘종합관 및 체육관 증축공사 안전기원제’ 실시

갤러리아면세점 63 중국 최고 파워 크리에이터 초청

춘천사업본부 제이드가든 KBS2 드라마 
<무림학교> 촬영 진행

한화생명 ‘찾아가는 사랑카페’ 운영

한화손해보험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에스테이트  ‘사명변경 및 비전선포식’ 실시



Volunteer  
Activity 

㈜한화/여수사업장,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세대 생필품 전달  

㈜한화/여수사업장은 12월 29일 여수시새마을부녀

회에 라면 300박스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시 

새마을부녀회는 전달받은 라면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

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화첨단소재 음성사업장, 
사랑의 점심지원 행사 진행 

한화첨단소재 음성사업장 봉사단은 음성군 노인복

지회관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께 사랑의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중식 조리 및 배

식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을 배우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봉사

단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재가장애인 초청 
식사 및 영화관람 

한화갤러리아는 1월 19일 새해를 맞아 외부에 나오

기 힘든 재가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외출하여 활동하는 것만으로

도 행복해 하는 모습에 봉사하는 임직원들도 모두 감

사함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 청소년 진로교육 캠프 
“For the Future” 진행 

한화호텔&리조트는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1

월 18-19일 청소년 진로교육 캠프 ‘For the Future’를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중학생과 임

직원 봉사자, 대학생 봉사단 등 총 65명이 참석해 샌드 

아티스트와의 만남, 파티셰와의 만남, 가드너와의 만

남 등 임직원 재능기부를 활용한 진로 교육을 실시했

습니다. 

㈜한화/방산, 자매결연 마을 
어르신들과 효도 관광

㈜한화 방산부문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어르신 70

여 명을 초청해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1박 2일간 효도 

관광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충주호와 계명산 등을 관

광하고, 한화리조트 수안보에서 온천욕 체험을 진행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한화63시티, 

‘새해맞이 해피쿠킹’

한화63시티는 1월 15일 새해를 맞아 신입사원들과 

함께 ‘새해맞이 해피쿠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등

포구 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케이크, 또띠아 등 세

계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 일부는 협력된 아동지역센터 및 인근 시설로 전

달하며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입사한 한화토탈 신입사원 25명은 1월 14일 서산 지역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세탁 및 집 청소 돕기와 연탄배달 등 봉사활

동을 펼쳤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지역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역사회와 상생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화토탈 강수현 신입사원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2016년 지원직 신입사원 32명은 경기 광주시 초월

읍에 자리한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찾아 4세 이하 중증장애아동들

을 위해 미술활동과 간식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화토탈, 신입사원 25명 
봉사활동으로 
사회 첫발 내디뎌

한화손해보험, 

중증장애아동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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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년호 <한화·한화인>을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등정신, 베스트 히스토리’ 코너에 실린 

‘태양광산업 흑자 전환’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며 투자에 주춤하던 태양광 

산업을 흑자로 전환시킨 한화의 저력을 보며 “과연, 

뚝심의 한화! 저력의 한화!”라는 가슴벅찬 감동이 

절로 들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어렵고 더디더라도 미래를 여는 튼튼한 반석을 

놓겠다는 한화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도 언제나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한화 

파이팅!”

독자 조향원 님 

표지에서부터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눈에 띄는 

1월이었습니다. ‘스마트체인지-정리가 경쟁력이다’ 

코너가 좋았습니다. 책상을 보면 항상 막막하기만 

했는데 칼럼을 읽으며 정리 노하우도 배우고 저 

또한 실천에 옮겨서 일의 능률을 상승시키는 

저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퇴근길 상담소’도 

유익했습니다. 저만 고민하는 줄 알았던 내용을 저 

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다 함께 갖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또 한화인들이 조언해주신 내용 

찬찬히 읽으며 저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따뜻한 코너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독자 하아람 님  

열정과 감성으로 새 역사를 쓴 한화손해보험 김남옥 

상무의 당당한 모습이 마치 미국의 흑인앵커

오프라 윈프리처럼 도전의 꿈을 이루어낸 모습이어서 

저만의 꿈을 가꾸는 데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엄마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는 

인터뷰였습니다. 

독자 최병갑 님  

모바일 피자 교환권

조향원 010-507*-****
하아람 010-872*-****
송지영 010-254*-****

모바일 영화 관람권

채라윤 010-362*-****
양이준 010-596*-****
오휘지 010-686*-****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최병갑 010-506*-****
이주희 010-728*-****
이선미 010-864*-****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시는 경우 독자엽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한화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해법과 

 글로벌 브랜드 진출 모색을 위해 매년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이름은?   

2  한화갤러리아가 여의도 63빌딩에 조성해 

 프리오픈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의 공식명칭은?  

3  2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는?

1 계룡산 궁골식품  

2 춘천 

이번 호에 처음 본 ‘글로벌 한화리포트’가 

유익했습니다. 현지 근무 중인 한화인만이 전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라는 생각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매일 신문, 인터넷, TV 등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지만 ‘마이넘버제도’는 한화 사보에 실린 

기사를 읽고 처음으로 알게 된 소식이라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송지영 님  

다양한 정보를 담아 모든 사람들이 벽 없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어 주셔서 

항상 <한화·한화인>은 눈길을 끕니다. 2016년 

올 한해에도 한화 사보만의 따뜻한 향기 많이 

담아주세요.

독자 설청인 님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보를 들고 찍은 ‘사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사보 3월호에 

소개 및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임직원, 사외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sabo@hanwha.com / 상품을 원하실 

경우, 휴대폰 번호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에 퀴즈 정답과 좋은 글을 적어서 2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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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Quiz



우편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4.10.1~2016.09.30

서울 중앙우체국

제2614호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9층

사보 <한화·한화인> 편집실                                                        

0 4 5 4 1

보내는 사람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간 2016년 2월 5일 - 2월 29일 

사용점 전 점(설악점 제외) 

내용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Regular Size
홈페이지 www.beansandberries.co.kr

* 본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카드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빈스앤베리즈 

 30% 
DISCOUNT 
COUPON

기간 2016년 2월 5일 - 2월 29일

장소 제이드가든 방문객센터 내 In the Garden / Cafe
내용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 카페이용 시 쿠폰 제시(현장할인, 1매 2인까지 적용 가능)
* 본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카드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 

제이드가든 방문객센터 내 In the Garden / Cafe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30% 할인

DISCOUNT 
COUPON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제공

DISCOUNT 
COUPON

* 사보 메일(sabo@hanwha.com)로도 독자엽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이번 달 가장 좋았던 혹은 미흡했던 칼럼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한화·한화인>에서 읽고 싶거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인물 관련 :                                                                                       

여행 관련 :                                                                                     

경제 관련 :                                                              

사보 <한화·한화인>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받고 싶은 상품                                  퀴즈정답  1  2  3                         


